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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터인바다! 바라보고만있을것인가?

세계 각국은 보이지 않는 수중에서 조차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도 해양과학의 재창출을 통한 해양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관련 부처가 재무장하여

새롭게출발하 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인의 학술 연합회로서 해양과학기술 전문성

증진과 융합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해양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에 기여하고자「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를 5월 23일에서 25일까지 3일간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탁터인바다! 바라보고만있을것인가? 해양경제의활성화시대를맞이하기위해우리는어떻게

해야할것인가를자문해봅니다. 지금은 바다를바라보는관점을달리하여, 관망의 자세로부터도전

적인 실행의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열려있는 바다를

향하여 뛰어 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협의회의 공동학술대회 중에는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과 공동

으로“바다, 우리의 희망,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더불어“해양경찰

창설 60주년기념, 안전한바다행복한국민”, “해양에너지와환경”, “해양전문인력양성”, “미래해양

과학기술발전전략”을다루는공동워크샵을함께진행합니다.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한국해양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

양환경·에너지학회의 5개 학회에서 국가의 미래 비젼에 대한 해양정책, 해양플랜트의 미래 성장잠

재력, 연안침식과 해안환경, 해양에서 에너지 개발,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개발 등을 포함

한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약 950편의 학술논문들이 발표됩니다. 해양과학기술들의 의지를 모아 개

최하는 금번 공동학술대회, 심포지움 및 워크샵 장을 통해 열띤 토론과 정보공유는 물론 다양한 해

양과학의융복합기술이탄생할수있기를기원하며, 모든 해양인가족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

드립니다.

2013. 5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 박 상 길

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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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술대회 세부사항 안내

주 제 바다, 우리의 희망, 새로운 도약

일 시 2013년 5월 23일(목) 17:00-20:00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탐라홀 B(5층)
주 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후 원 해양수산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참가인원 5개 해양과학기술 관련 학술단체 회원 및 관계자, 일반인 등 약 3,000명
부대행사 공동 워크샵, 특별세션(논문발표), 포스터발표, 관련업체 부스운

1부 개회식 (17:00-17:30) 사회: 홍석원 협의회 사무총장

개 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박상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환 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축 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강정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2부 주제발표회 및 토론회 (17:30-18:20) 사회: 홍석원 협의회 사무총장

발 표 1 새롭게 출범하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정책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발 표 2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토 론 회 자유토론

결론 및 폐회

3부 만찬회 (18:30-20:00)



일 시 2013년 5월 23일(목) 10:20-12:00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 B(3층)
주 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

공동 1 선박 기인 해양오염물질 연구 동향
조현서 (전남대학교)

공동 2 해안방제 통합포털시스템 개발
김병철, 하창우, 이상은, 김상운 (해양경찰청)

공동 3 해양안전 분야 기술 발전 방향
김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 4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구조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과 향후과제
손경호 (해양경찰청)

공동 5 무인항공기 해양경찰 활용방안
서정원 (해양경찰청)

일 시 2013년 5월 23일(목) 14:00-16:00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 B(3층)
주 관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공동 1 우리나라 해양에너지개발 정책 방향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 2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 및 동향
이강수, 홍기용, 신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동 3 국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해양 환경하중 설계 기준
정신택 (원광대학교)

공동 4 우리나라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하부구조물기술 개발
김우전 (목포대학교)

공동 5 해양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환경서비스 가치평가 개념을 적용한 풍력 및 파력 발전단지 적지선정
김충기 (인하대학교)



일 시 2013년 5월 24일(금) 10:00-12:00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 B(3층)
주 관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공동 1 조선해양산업과 해양인력양성 사업
황태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공동 2 중소형 기자재업과 해양인력양성
김인환 (동화엔텍)

공동 3 대학의 해양플랜트 인력양성사업 현황과 방향
강병윤 (한국해양대학교)

공동 4 국가 주력 산업 차원의 조선해양산업 인력 양성 방향
정 인 (지식경제부 동남권평가원)

일 시 2013년 5월 24일(금) 14:00-16:00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 B(3층)
주 관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학회

공동 1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과학기술인의 역할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공동 2 창의적 조선해양 기술개발 방향
배재류 (대우조선해양㈜)

공동 3 21세기 대학 해양학 교재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안
김기현 (충남대학교)

공동 4 Big Questions in the East Sea Researches
김경렬 (서울대학교)



⊙행사일정표5월23일 (목) ⊙



⊙행사일정표5월24일 (금) ⊙



행사장 학회데스크 위치를 확인하시면, 학회가입 및 각종 안내를 보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완료하신 분은 행사장에서 등록가방과 네임텍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5.10(금), 홈페이지(www.kaosts.org) 통한 온라인등록

일반 : 80,000원 학생 : 40,000원
현장등록 5.23(목)~24(금), 제주 ICC 3층 로비

일반 : 100,000원 학생 : 50,000원

금년 학술대회에서는 선도해양관련 기관, 기업 및 학회의 참여 아래 정보 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시회를 운 합니다.

기 간 2013년 5월 23일(목)~24일(금)
장 소 제주 ICC 3층 로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에서는 무료 테크니컬 투어를 운 합니다.

기 간 2013년 5월 25일(토) 08:00-11:30
장 소 김녕해상풍력실증단지(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운 일정 08:00 ICC 출발 – 09:30 발전소 도착 - 11:30 제주공항 도착
신청방법 5월 23일(목) 18:00시 까지 등록데스크에서 선착순 신청(10명 미만 시 취소)

중문단지 내 일부 숙소에 한해 행사 중(5. 23~24)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각 호텔 정문에서 탑승바랍니다.



주제 : 바다, 우리의 희망, 새로운 도약
일시 : 2013년 5월 23일(목) 17:00-20:00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탐라홀 B(5층)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후원 : 해양수산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2013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심포지움 세부일정●●●

제1부 개회식 (17:00-17:30) 사회 : 홍석원 협의회 사무총장

개 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 박상길(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환 사 :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축 사 : 윤진숙(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해양경찰청 청장)

강정극(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제2부 주제발표회 및 토론회 (17:30-18:20) 사회 : 홍석원 협의회 사무총장

발표 1 : 새롭게 출범하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정책

문해남(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발표 2 :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토론회]

자유토론

결론 및 폐회

제3부 만찬회 (18:30-20:00) 

5월 23일(목)



공동심포지엄 1

바다, 우리의 희망, 새로운 도약

발표 1. 새롭게 출범하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정책
문해남(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발표 2. 안전한 바다구현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
문해남(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주제 : 해양경찰창설60주년“안전한바다, 행복한국민”
일시 : 2013년 5월 23일(목) 10:20-12:00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 B(3층)

주관 : 해양경찰청,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

2013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워크샵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 세부일정 ●●●

강연 사회 : 사회 김상운(해양경찰청)

공공동동 11 선박 기인 해양오염물질 연구 동향
조현서(전남대학교)

공공동동 22 해안방제 통합포털시스템 개발
김병철, 하창우, 이상은, 김상운(해양경찰청)

공공동동 33 해양안전 분야 기술 발전 방향
김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공공동동 44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구조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과 향후과제
손경호(해양경찰청)

공공동동 55 무인항공기 해양경찰 활용방안
서정원(해양경찰청)

5월 23일(목)



선박기인 해양오염물질 연구동향

전남대학교 조현서

1. 선박기인 해양환경문제의 종류
2. 한국연안 유기주석화합물 오염과

Imposex 현상의 장기변동
3. 신 방오제 오염
4. 결언

목 차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1. 선박기인 해양환경문제의 종류

- 해양쓰레기
- 유출유
- 방오제
- 온난화기체 등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입되고 있으며
(표 참조),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에는 약 40만 톤의 쓰레기가 침적된 것
으로 추정되며, 해양쓰레기 발생률은 연간 약 10만 톤(2005년 기준)에
이르나 수거율은 약 70%정도에 그쳐 매년 쓰레기가 해양에 누적되어가
고 있음.

오염원 발생원인

육상유입
○ 육상투기(특히 장마철) 폐기물의 하천을 통한 유입

○ 해안 휴양지, 상업ㆍ주거지역에서 불법투기

해

상

발

생

선박투기
○ 선원 및 승객의 음식물찌꺼기ㆍ종이류, 폐비닐등 투기

○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걸레, 플라스틱류 등 투기

어구방치
○ 어로활동 시 손망실된 그물, 어구, 로프, 부자 등 폐기

○ 정치망, 양식어장의 어구 교체 시 해양폐기

패각 ○ 패류(소라, 조개, 굴 등) 수확 후 폐기된 패각 방치

해양쓰레기 발생원



종류 분해기간 종류 분해기간

종이 1개월 이상 양철캔 100년 이상

로프 3-14개월 이상 알루미늄캔 200∼-500년 이상

대나무 1-3년 이상
플라스틱제품 500년 이상

페인팅 된 나무 13년 이상

해양쓰레기 자연분해기간

(출처: 해양연구소 1998. 해양오염과 지구환경)

해양 유류오염의 기원
- 해양자체의 자연 현상에 의한 유입 : 유전지대에서의 자연 누출
- 육상으로 부터의 유입 : 도시 폐수, 산업폐수, 하천수 등
- 대기를 통한 유입 : 자동차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 인간의 활동에 의한 유입 : 석유시추, 유조선의 운행 및 사고 등

유류오염

0

100

200

300

400

500

600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유출량 건수

(건)
(㎘)

연도별 유류오염사고 발생추이 (출처: 해경)



한국연안 유기주석화합물 오염과
Imposex 현상의 장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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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Resistant Woods
Copper sheathing
Bituminous coatings
Hg/As oxide
Copper powders

“Patent paints”
All copper oxide
Various binders 
including vinyl

Mostly copper oxide
Insoluble Matrix

Some organotin
copper oxide and
Organotin 
Polymers

New antifouling 
Agent

유기주석화합물

지속성이 뛰어나며 선체의 부식을 유발하지 않음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사용량이 증가

굴의 패각기형 및 발육부진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확산

복족류에서 임포섹스 현상발현

전세계적 사용금지요구 확산

우리나라는 1999년 부터 사용을 규제 하여 2003
년 부터는 모든 선박에 유기주석화합물의 사용을
금지 해군과 해경선박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

유기주석화합물

지속성이 뛰어나며 선체의 부식을 유발하지 않음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사용량이 증가

굴의 패각기형 및 발육부진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확산

복족류에서 임포섹스 현상발현

전세계적 사용금지요구 확산

우리나라는 1999년 부터 사용을 규제 하여 2003
년 부터는 모든 선박에 유기주석화합물의 사용을
금지 해군과 해경선박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

신 방오제

유기주석화합물 사용규제 이후 대체물질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

영국에서는 Irgarol 1051에 대해 유기방오제의 특성상 구조적인 소수성으
로 인한 퇴적물에 농축이 강한 특성을 고려하여 25m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
사용을 규제

스웨덴에서는 Sea-Nine 211에 대해 32 nM~100 nM에서 플랑크톤의 군
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용을 규제

해양환경 중 선저 방오제의 거동



Organotin Compounds
Chemical Structure

Uses
Antifouling Paints for Ships and Fishing Nets, Agricultural 
Chemicals, etc.

C４H９

H9C4 C４H９Sｎ

X
（X: anion base）

H５C6 Sｎ C6H５

C6H５

X
（X: anion base）Triphenyltin Compounds
（TPhTs）

7 Substances
Tributyltin Compounds

（TBTs）
14 Substances

Introduction
유기주석화합물은 1850년대 처음 발견된 이후 1960년대부터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되

어왔으며, PVC안정제, 각종 플라스틱 첨가제, 산업용 촉매, 살충제, 살균제, 목재보존

제로 이용.

특히, 유기주석화합물 중 TBT와 TPhT의 경우 우수한 방오성능으로 선박의 선저에 부

착방지제로서 이용됨.

TBT등의 유기주석화합물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비표적생물에까지 피해를 유발함. 

- 참굴(Grassotrea gigas)의 패각기형과 개체군의 감소,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을 저해하여 산소 생성을 현저히 감소. 

대수리와 같은 복족류(gastropod)에서는 암컷개체에 수컷의 생식기가 생김으로써 알

집의 산란을 방해하여 불임을 유발하는 임포섹스(imposex)현상을 일으키며, 이로 인

해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임포섹스는 1969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140여 종에서 나타나

고 있는 현상. 이러한 현상은 주로 선박의 방오페인트에 함유된 유기주석화합물이 해양

으로 용출되면서 일어나는데, 대수리(Thais clavigera)의 경우 해수 중에 1ng Sn/L 

미만에서 임포섹스 효과가 발현한다는 것으로 알려짐.

2000년 5월에 TBT, TPT와 같은 유기주석화합물의 선체와 어구에 사용을 규제 하였으

며, 2003년 9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TBTO와 그 염들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시킴, 

단 해군과 해경선박에는 예외를 적용.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안환경 중 임포섹스현상에 대한 고찰과 유기주석화합물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대수리체내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변화를 조사하였다.



Dissected structure of the rock shell, Thais clavigera.
(T. Horiguchi et al., 1994)

hg : hipobranchial gland, r : rectum, vd : vas deferens, p : penis, 
ov : ovary, e : eye, te : testicle, ag : albumen gland, n : nodule, 
v : vulva, sig : sperm ingesting gland, cg : capsule gland, t : tentacle, 
os : osphradium, ct : ctenidium, pg : prostate gland

male indiv. female indiv.
female indiv. 

affected by sterile

The Rock Shell, Thais clavigera

Gastropoda-Neogastropoda-Muricidae
Wide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Korea 
and Japan.
Intertidal zone of rocky shore.
Carnivorous.
Imposex induced by TBT and TPhT.
Population decline following reproductive 
failure (oviduct blockage by vas deferens 
and spermatogenesis in females)

Analytical Procedure of Organotin 
Compounds in Biota

Homogenized sample

add 2M n-Propylmagnesium bromide 1ml
state 30 min. at R.T. with nitrogen packing
add saturated NH4Cl in water

add surrogate material
(Tri-n-pentyltin Chloride)

Extraction via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solvents
1N HBr/EtOH 
0.1% tropolone/Benzene 
ultrasonification within 30 min.
centrifuge at 3,000 RPM for 10min.

Wash with 2M NaBr/H2O 50ml
to remove acid and EtOH

Collection of the upper phase(Benzene)
concentrate and dry by rotary evaporator

Remove the Lipid
add 1:1 MeOH/Hex
collection of the lower phase(MeOH)
add Hex saturated MeOH
collection of the lower phase(MeOH)

Exchange the solvent to Benzene

Grignard couplng with 
2M n-Propylmagnesium bromide

Collection of the upper phase(Benzene)
centrifuge at 3,000 RPM for 10 min.
transfer to new pear shape flask add Hex
centrifuge at 3,000 RPM for 10 min.
transfer to new pear shape flask

Clean-up
loaded on Silicagel/Florisil column with Hex
add internal standard(Tetra-n-pentyltin)

Concentrate

GC-MS   SIM



Sampling Sites 
for the Rock Shel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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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Variations of Percentage of 
Imposex in the Rock Shell, Thais clavig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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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Variation of RPL Index
in the South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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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Variation of Percentage of Sterile
Individual in the South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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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up with solvents(Ac:Et2O:Hex 1:25:75 20ml)
Evaporate with Rotary Evaporator

Homogenized sampleHomogenized sample
add surrogate material
(Tri-n-pentyltin Chloride)

Extraction via ultrasonificationExtraction via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with solvents
Add conc. HCl (1ml / g)
EtOAc:EtOH 1:1 20ml
Ultrasonification during 15minutes
Centrifuge during 5 minute
Decant solvents to separation funnel

Re-extraction with solventsRe-extraction with solvents
EtOAc:EtOH 1:1 10ml
Hex 10ml
Ultrasonification during 15minutes
Centrifuge during 5 minute
Decant solvents to separation funnel
Repeat at least two-three times

DehydrationDehydration

Dehydration solvents with Na2SO4 on the funnel
Evaporate with Rotary Evaporator
Changing solvents to n-nonane and Hexane

Grignard couplng with 
2M n-Propylmagnesium bromide
Grignard coupl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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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up with Sep-pak Silica gelClean-up with Sep-pak Silica gel
Clean-up with Hex : Et2O 15ml
Evaporate with rotary evaporator
Add internal standard (Tetra-n-pentyl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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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S   analysis 
with Selective Ion Monitoring mode

Remove EthanolRemove Ethanol
add 10% NaCl(over 20ml)
Hex 100ml
Shake 1minute
State over 1hr

Clean-up with Sep-pak FlorisilClean-up with Sep-pak Florisil

Analytical Procedure of Organotin 
Compounds in Sediment

add 2M n-Propylmagnesium bromide
state 1 Hr. at 40℃

add 2N HCl 1ml and MeOH 1ml Hexane 5ml Centrifuge



Concentations of BTs and PTs 
in Imposex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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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Variation in Concentration of TBT and 
∑BTs in Sediment Samples from Jinhae Bay
Temporal Variation in Concentration of TBT and 
∑BTs in Sediment Samples from Jinha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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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Imposex 현상은 법적인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시기에 관찰되고 있고, 
발현율 역시 모두 높게 나타나 유기주석화합물에 대한 규제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 중 농도 및 대수리 체내 농도와 상관성을 보이는 RPLI 값으로
부터 연구초기인 1995-1997년에 비해 2005년과 2006년에는 상대
적으로 매우 낮은 농도를 보여 환경 중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산란불가능 개체(Sterile)의 비율은 국지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해 보면 서서히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대수리 체내농도의 경우 imposex 개체와 수컷의 개체에서 동일하게
1997년 에 가장 높은 BTs와 PTs값을 보였으며 이후로 2006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신방오제 오염



• 1990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개발.
• 환경 중 거동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미흡.
• 주요 검출 방오제 - Irgarol-1051, Diuron, Sea nine 211 등.
•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및 북미에서는 해수, 저질,
호수, 생물 중에서의 잔류농도 보고되고 있음.

• 신 방오제의 환경 중 잔류농도와 독성 연구 관심 증대.

• 우리나라의 선박등록 톤수와 주요항의 선박 입출항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연안을 대상으로 신 방오제의 환경잔류농도수준과
생체잔류농도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Introduction

New Antifouling AgentsNew Antifouling Agents



해양미세조류(Skeletonema. Costatum) 및갑각류(Artemia. 
Salina)에대한방오제및중금속의독성평가

S. costatum에 대한 방오제의 독성
72-h EC50

일가롤<코퍼피리티온<디람<징크피리티온
<케이에이치<시나인<디우론<디씨피엠

방오제
72-h EC50 0.85∼21μg/L, 
NOEC 0.63∼6.3μg/L
중금속
72-h EC50 650∼1,000μg/L 및

4,800μg/L
NOEC 220∼4,900μg/L 
DMSO
72-h EC50 21,000mg/L 
NOEC 13,000mg/L 

A. salina에 대한 방오제의 독성
48-h EC50

시나인<케이에이치<코퍼피리티온<이르가
롤<디우론<디람<징크피리티온<티씨피엠

징크피리티온 및 티씨피엠을 제외한
방오제
48-h LC50 0.028∼7.4mg/L
48-h LC10 0.012∼2.2mg/L
중금속
48-h LC50 7.0∼460mg/L
48-h LC10 3.5∼240mg/L
DMSO
48-h LC50 55,000mg/L
48-h LC10 29,000mg/L

Analytical Method for New Antifouling AgentsAnalytical Method for New Antifouling Agents

Water sampleWater sample

Sediment
sample
Sediment
sample

Biota
sample
Biota
sample



Conditions of instrumentConditions of instrument
Item Condition

LC

Instrument Agilent 1100

Column TSK-GEI ODS-80TS C18 2.5×150mm(5㎛)

Mobile phase A : Methanol, B : Water

Injection volume 10μL

MS/MS

Instrument API 2000

Ionization mode Electrospray ionization (ESI) - positive mode

Ionization voltage 4800V

Detection mode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mode

Material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ion

precursor ion product ion qualifier ion

Sea-nine 211 282 170 43

Diuron 233 46 160

Irgarol 1051 254 198 83

M1 214 158 43

CuPT 316 190 189

Dichlofluanid 333 224 123

Atrizine-13C3 219 177 70

Horizontal Distribution of New Antifouling 
Agents in Marine Sediment from Busan bay
Horizontal Distribution of New Antifouling 
Agents in Marine Sediment from Bus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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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Distribution of New Antifouling 
Agents in Marine Sediment from Ulsan bay
Horizontal Distribution of New Antifouling 
Agents in Marine Sediment from Uls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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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Distribution of New Antifouling Agents 
in Marine Sediment from Gwangyang bay
Horizontal Distribution of New Antifouling Agents 
in Marine Sediment from Gwangya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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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Regional ConcentrationsComparison of Regional Concentrations

Irgarol 1051Irgarol 1051

Sampling area Sampling 
date

Diuron
(ng/g)

Irgarol 1051
(ng/g)

Reference

Thailand 2004 0.07-25 0.03-4.9 Harino et al. (2006)

Vietnam 2002 0.11-3.0 0.05-4.0 Harino et al. (2006)

Hamble estuary, England 1999 7.8 6.3 Boxall et al.(2000)

Owell estuary, England 1999 105 257 Boxall et al.(2000)

Southampton, England 2000 0.4-1249(187) 300-3500(880) Thomas et al.(2002)

Osaka, Japan 2003 0.637-1650(39.4) 7-816(641) Harino et al. (2004)

North Sea, German 1997 - 3-25(12.5) Bisslli et al.(2000)

Baltic Sea, German 1997 - 4-220(67.8) Bisslli et al.(2000)

Ulsan bay, Korea 2007 0.1-795.3(62.6) 0.8-425.1(60.4) This study

Busan harbor, Korea 2007 0.3-90.1(15.1) 0.9-114.8(18.4) This study

Gwangyang bay, Korea 2007 1.2-8.5(3.8) 0.0-8.7(1.6) This study

Concentration of New Antifouling Agents in 
Various Coastal Areas 
Concentration of New Antifouling Agents in 
Various Coastal Areas 



Conclusion

부산항, 울산항, 광양만에서 검출된 신방오제의 농도는 제외국에서 검출
된 농도의 범위내에 위치하며 울산항, 부산항, 광양만의 순으로 높은 농
도를 보임.

해저표층퇴적물에서 Diuron과 Irgarol 1051의 농도가 Sea-Nine 211,
Dichlofluanid 및 검출한계 이하인 Copper pyrithione 보다 높게 검출됨.

Diuron 과 Irgarol 1051, Irgarol 1051 과 M1 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결 언

향후 유기주석화합물의 오염은 감소 경향을, 신방오제 오염은 증가 할 것
으로 예상되어 이들 물질의 지속적인 동시 모니터링 및 생태계 영향 평가
가 필요함.

주요 무역항, 대형 조선소 등 선박 활동이 활발한 해역을 중심으로 중점
적인 모니터링을 먼저 실시하고 전국적인 생태 모니터링으로 확대할 필
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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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방제지원 포털시스템 개발 연구

김병철, 하창우, 이상은, 김상운 (해양경찰청)

The Study of Development for Shoreline Cleanup Support Portal System

B.C.Kim, C.W.Ha, S.E.Lee, S.W.Kim (Korea Coast Guard)

요 약

지난 2007년 12월에 우리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유류오염사고를 겪

었지만,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자발 인 사와 도움으로 다시 깨끗한 태안 바다의 모습을 되

찾았다. 이러한 유류오염 방제는 정 인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 다. 하지만 해안 

표착유 제거과정에서 어떤 방제방법으로 어느 수 까지 방제할 것인가에 해서는 오염피해를 입

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해양경찰청에서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

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합한 시스템을 2011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1년에 개발된 해안오염평가시스템은 형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효율 이고 신속한 해안방

제를 하여 해안의 일반특성, 방제방법  방제 지기  등 상세한 정보 제공을 해 개발된 지

리정보시스템이다. 이러한 해안방제정보는 장․문헌조사, 문가의 자문, 이해당사자들의 설명

회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에 탑재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 다. 

한, 해안오염평가(SCAT1)) 결과를 입력하여 해안오염상태를 한 에 볼 수 있도록 하 다. 해안

오염평가시스템에 탑재될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 개발과 별도로 진행 에 있으며 재 남해안

(울산～여수)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인천․평택, 2016년까지 국해안을 조사 완료할 

정이다.

2012년 개발된 방제자원 리시스템은 평상시 수작업으로 리하던 방제자원을 표 화․ 산

화하여 리하고 형 오염사고 발생시 책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시에 보다 원활하게 

공 할 수 있도록 하 다.

올해 개발 정인 해안방제지원 포털시스템은 2011년, 2012년 개발되어 독립 으로 운용 인 

두 시스템을 통합하여 한번 로그인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통합(SSO기능 구 )하고 방제조치자들간

의 상황 공유, 조치사항 기록, 사고선박 모식도 작성 등 해양오염사고 처리 반을 기록․ 리할 

수 있도록 개발할 뿐만 아니라 10년간의 오염사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다 체계 으로 

리하도록 할 정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방제를 총 하는 해양경찰청, 해안방제책임기 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제조치기 들과 신속하고 효율 으로 방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해안방제의 실행력을 높

일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과 경제  가치를 고려한 효율 인 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Keywords : 해안방제, 해안오염평가, 해양오염, 방제지원

1) SCAT(Shoreline Cleanup Assessment Technique) : 신속․정확하고 체계 인 방법으로 기름으로 오염된 해안의 상태에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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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  분야 기술 발  방향
김 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 랜트 연구소)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Safety Technology
Sun Young Kim (Maritime & Ocean Engring Research Institute)

                 

요 약
 해양안 에 한 국가  심 증 와 해상교통인 라의 꾸 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량이 증가하
고 우수한 해기사 인력 공 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여러 원인으로 국내 연안에서의 해양사고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새로이 출범하는 해양수산부의 4  국정과제 실천계획 의 하나가 사고 없는 안
한 바다의 실 이며, 해양수산부는 2017년까지 해양사고를 30%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련하여 국내외 해양안 분야의 주요 이슈  기술 개발 황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개발 방향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spite of the increasing national concern on maritime safety and the steady improvement of maritime 
traffic safety facilities,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at Korean coastal area have been rarely 
decreased due to the increasing maritime traffics, the decrease of well trained and experienced seamen 
and so on. One of action plans for carrying out four main state affairs of new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the realization of safe sea. They are planning to reduce maritime accidents by 30% by the 
year 2017. Regarding with this, this presentation will overview the issues and maritime safety 
technology trends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aritime safety technology 

to reduce maritime accidents and to realize the safe sea.

 Keywords : Maritime Accidents(해양사고), Maritime Safety Techology(해양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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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해양사고 구조 심에서 방 심으로의 환과 추진과제

손경호(해양경찰청)

요 약

해양경찰은 지난 60연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구조를 심으로 한 응업무를 수행하여 왔

다. 이는 사고 방과 응업무가 각각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외국의 경우, 동일한 기 에서 사고 방과 응을 수행하고 있다. 국은 해사국, 일본은 해

상보안청, 미국은 해안경비 에서 방과 응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오염사고를 겪으면서 사고 방과 응시스템의 분리에 

한 근본 인 문제가 지 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안 과 복지 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청에서도 

이에 맞추어 사후 응에서 사 방 심의 체계로 업무의 패러다임을 환하기 시작하 다. 지

난 3년간 해양사고는 선박 5,009척과 연안에서 5,908건이 발생하 으며, 1053명의 인명피해가 발

생하 다. 이들 사고를 원인별로 나 면 운항부주의가 35.6%, 정비불량 32.1% 등 인 요인이 

79%를 차지하 으며, 유형별로는 기 고장이 29.8%, 충돌 15.1%, 침수 12.4%^순으로 발생하 다.  

특히 충돌, 복, 침수, 좌 , 화재 등 5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매우 컸다. 한 선종별로는 

어선이 70.8%, 기구 8.1%, 화물선이 5.3%로 어선사고가 부분을 차지하 으며, 어선사고 

방 책이 가장 우선 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사고의 경우는 해수욕장에서 39.9%, 해

안가에서 30.4%가 발생하 고, 월별로는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해양 포츠 인구 증가에 따

라 7월∼8월사고가 체사고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원인과 문제 을 살펴보면 선박사고는 인 요인으로 운항시간 단축을 한 안

속도 미 수 등 무리한 운항과 운항자의 견시 소홀 등 련 선박종사자의 안 의식 결여가 주된 

이유이다. 보통 선원들의 평균연령이 내항선은 57세, 형선망은 58세로 선원들의 고령화에 따른 

상황 처 능력이 부족하고 체 선원의 33%가 외국인으로서 운항  조업시 소통 곤란으로 인한 

안 운항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물 ·환경  요인으로는 선박의 형화, 고속화  

낚시어선, 유·도선, 보트 등의 선박교통량 증가와 형선망과 인망 어선의 평균 선령이 25

년으로 선박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잦은 고장 등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이다. 부분

의 어선은 FRP선(75%)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사고 유발 개연성이 매우 높다. 체 어선  5톤 미

만 소형어선은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시 인지가 곤란한 1톤 미만도 28.4%를 차지하

고 있다. 

연안사고는 국민 소득증가로 , 활동 등 해양을 이용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

에 따른 국민 스스로의 안 성 확보가 부족하고, 어민 등 바다에 친숙한 해양종사자의 경우에도 

바다를 잘 안다는 안일한 자세로 안 의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

제에 응하고자 방 심체계 구축을 하여 3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3 과제는 해양사고 

30% 이기, 인명피해 30% 이기, 복잡해역내 형사고 제로화이며, 이를 구체 으로 실 하기 

해 7개의  추진과제로 나눠진다. 한 형선박사고 비․ 응강화를 해 연안 VTS를 

해양경비안 망과 연계하여 사고 험선박 강제이동  피난조치 비상 치표지설비 유 기  합동

검 등을 추진하는 등 “안 한 바다, 행복한 국민실 ”을 해 해양경찰청이 추진 가능한 책

은 지속 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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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해양경찰 활용방안

서 정 원 (해양경찰청)

The Utilization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n Korea Coast Guard

J.W. Seo (Korea Coast Guard)

요 약

  최근 과학기술의 발 , 특히 ICT 기술의 발달과 이를 목한 항공 련 제반 기술수 이 매우 높아졌다. 항

공분야는 안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만큼, 이와 연 된 기술 수 을 갖춤으로서 무인항공기에 한 극

인 개발과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사람이 직  탑승하지 않으면서도, 유인기가 수행하

는 업무는 물론, 유인기가 수행하기 어려운 험하고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들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무인항공기가 유인항공기에 비해 시간과 공간  제

약을 덜 받고, 경제 으로 업무수행 효용도가 높다는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상에서 불법행  단속, 해양 토 수호, 조난선  조난자의 수색과 구조, 오염방제  

환경보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의 함정 주 업무수행에서 항공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 인 활

동으로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 와 주권수호를 해 꾸 히 함정세력을 증

강해 왔지만 최근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항공세력 확충에 더 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필리핀 인근해역에서 우리나라 상선을 구조하기 해 항공기를 이용하여 먼 해역까지 직  날아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항공작 의 요성이 에 비해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에서 주로 군에서 첩보  정보 수집용으로 개발․이용되고 있는 무인항공기가 안 성의 향상에 

따라 민간에서도 방제, 감시 등에 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써 무인기 산업에 심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도 신속하고 효율  사고 응과 원거리 

응이라는 실 앞에서 무인항공기 활용에 해 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무

인기의 기술발  추세를 살펴보고, 해양경찰 업무에 어떻게 목할 수 있는지, 도입 시에 어떤 어려움이 

상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임무장비를 설치해야 활용이 가능한지 등에 해 살펴보

고자 한다.

 Keywords : 무인항공기, 해양경찰, 항공임무, 불법행  단속, 수색과 구조, 오염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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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재생에너지 현황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현황(‘08년, %) 2.43 5.3 3.2 8.4 2.8

목표(‘30년, %) 11.0 10.9 11.1 18(‘20) 15(‘20)

주요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목표주요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목표

신∙재생에너지 정부예산 추이신∙재생에너지 정부예산 추이

사업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370 588 940 1,245 1,326 2,079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284 619 923 1,375 1,541 1,431

발전차액지원 57 51 78 111 270 513

보급융자 478 500 1,170 1,213 1,213 1,303

합 계 1,189 1,758 3,111 3,944 4,350 5,326

(단위 : 억원)

* 추경반영 시 총 7,976억원(기술개발: 2,079, 보급사업: 2,831, 발전차액: 1,263, 융자: 1,803)

I. 신∙재생에너지 현황

신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가스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신∙재생에너지의 개념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신∙재생에너지의 종류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 강수(降
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
하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II. 해양에너지 개요

해양에너지 종류 및 특성해양에너지 종류 및 특성

에너지명 에너지원
에너지

밀도

에너지

회수

발전가능

규모
환경영향

상용화

가능성

주요

후보지

조 력 천체인력 높 음 규 칙 대규모 약 간 우 수
시화

가로림

조류력 천체인력 높 음 규 칙 중규모 적 음 우 수 울돌목

파 력
태양

에너지
낮 음 불규칙 소규모 적 음 보 통 산 재

온도차
태양

에너지
중 간 규 칙 대규모 약 간 미 약 동해연안

해상풍력
태양

에너지
낮 음 불규칙 소규모 적 음 보 통 산 재

II. 해양에너지 개요

조력발전 기술 개요조력발전 기술 개요

발전효율, 조지면적 및 조차에 비례

에너지는 조차가 큰 곳이 유리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24만KW)
중국, 캐나다, 영국, 러시아 등 시험발전소 가동 중
이거나 기본설계 완료
시화, 가로림 조력발전소

조류발전 기술 개요조류발전 기술 개요

발전효율, 통수단면적, 유속에 비례

에너지는 유속이 큰 곳이 유리
풍력에 비해 터빈크기가 작음

조류발전 상용화는 미실현

1MW급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영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 시스템 실험 중
이거나 상용화 추진 중



II. 해양에너지 개요

파력발전 기술 개요파력발전 기술 개요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터어빈 같은 원동기의 구동력으로
변환하여 발전하는 방식
파력에너지의 광범위한 분포로 거의 모든 연안역에서
적지선정 가능 해상풍력 등과의 복합이용에 용이
영국에서 최초 상용발전소(2000) 운용 중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실해역 실험 중이거나 완료

시화, 가로림 조력발전소온도차발전 기술 개요온도차발전 기술 개요

해양 표면층의 온수(25-30℃)와 심해 (5-7℃)와의 온도차를 이
용하여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하는 방식

열대해역에 주로 부존

현재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00배 부존

20KW 급 Closed Cycle OTEC 설치, 실험 [R-22 가스 이용]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실용화 연구 추진 중

500KW급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소 실용화

II. 해양에너지 개요

해양에너지의 장단점해양에너지의 장단점

에너지명 장 점 단 점

조 력
양이 무한함, 

에너지 규칙적

수몰지역,

해안생태계

파 력
양이 무한함,

장소 제약 없음

에너지밀도 낮음,

소비자와 원거리

온도차 양이 무한함
에너지밀도 낮음,

소비자와 원거리



III. 국내 해양에너지 개발 현황 및 자원 가치

우리나라의 해양에너지 개발 여건우리나라의 해양에너지 개발 여건

조 력 조 류 파 력

6,500MW 1,00MW 6,500MW

조력 : 약 6,500 MW

조류 : 약 500 MW

파력 : 약 650 MW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에너지
부존지역으로 개발 여건이 우수함

해양에너지 부존량(추정치)

: 14,000만KW 이상

개발가능 에너지

III. 국내 해양에너지 개발 현황 및 자원 가치

국내 조력에너지 자원 가치국내 조력에너지 자원 가치

구 분
시설용량

(MW)

발전량

(MWh)

석유환산톤

(TOE)

원유환산시

(Bbl)

대체가격
(백만원)

이산화탄소
저감량(톤)

비 고

시화호 254 552,700 123,525 903,438 90,344 343,227 B/C:1.59

가로림 520 950,532 211,969 1,553,730 155,373 590,280 B/C:1.94

인 천 1,440 2,271,000 506,433 3,712,154 371,215 1,410,291 B/C:1.72

강 화 810 1,536,000 342,528 2,510,730 251,073 953,856 B/C:1.35

새만금 400 687,000 153,201 1,122,963 112,296 426,627

천수만 720 1,206,000 268,938 1,971,316 197,132 748,926

해수만 2,300 2,999,000 668,777 4,902,135 490,214 1,862,379

합 계 6,444 10,202,232 2,275,098 16,676,466 1,667,647 6,335,586



III. 국내 해양에너지 개발 현황 및 자원 가치

국내 조류에너지 자원 가치국내 조류에너지 자원 가치

구 분
시설용량

(MW)

연간발전량

(MWh)

석유환산톤

(TOE)

원유환산시

(Bbl)

대체가격
(백만원)

이산화탄소
저감량(톤)

비 고

울둘목 50 122,640 27,349 200,466 20,047 76,159

장죽수도 150 367,920 82,046 601,398 60,140 228,478

맹골수도 250 613,200 136,744 1,002,331 100,233 380,797

기타

후보지
550 1,349,040 300,836 2,205,127 220,513 837,754

합 계 1,000 2,452,800 546,974 4,009,322 400,932 1,523,189

국내 파력에너지 및 전세계 온도차 에너지 자원 가치국내 파력에너지 및 전세계 온도차 에너지 자원 가치

시설용량

(MW)

연간발전량

(MWh)

석유환산톤

(TOE)

원유환산시

(Bbl)

대체가격
(백만원)

이산화탄소
저감량(톤)

비 고

파 력 650 1,594,320 355,533 2,606,060 260,606 990,073

온도차 10 X109 2,628 X109 586 X109 4,295 X109 429 X109 1,631 X109

전세계 부존에너지는 1010MW 정도로 추산

현재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00배

현재 기술 수준인 에너지 변환 효율 3% 적용하여 가치 산정

파력에너지 : 국내 부존량의 10% 개발 가능량 기준

온도차 에너지

III. 국내 해양에너지 개발 현황 및 자원 가치



IV. 신재생에너지국외현황및 국내관련정책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외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2012년까지 전력의 10%, 2025년까지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에너지정책법, 에너지독립안보법

의무할당제(RPS) : 기준가격, 의무구매제, 생산세액공제

미 국

2020년까지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재정지출 50% 이상 늘림

E    U

2020년까지 18%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기준가격 의무구매제의 성공 / 태양광 분야

독 일

2020년까지 1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수력 300GW, 풍력 30GW, 바이오매스 30GW, 태양광 1.8GW)

일 본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국내 법률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국내 법률

법률명 제정일/소관부처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2010.4/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 및 에너지
정책 기본원칙 천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987.12/지경부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추진

에너지기본법 2006.03/지경부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1991.12/지경부
집단에너지공급의 확대 및 집단에너지사업의 합리
적 운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979.12/지경부
에너지의 수급안정 및 합리적 이용 증진, 지구온난
화의 최소화에 기여

해양수산발전기본법 2002.05/국토해양부
해양의 보전∙관리∙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이념 및 발전방향 정립

IV. 신재생에너지국외현황및 국내관련정책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정책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정책

20년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서, 에너지 관련 다른계획들에 대한 원
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

신재생에너지부문

• 에너지사업자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도입,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강화

에너지원별 특성 고려한 산업화 지원

• 해상풍력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중소형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국산화 제고 및 수출
산업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IV. 신재생에너지국외현황및 국내관련정책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정책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15년 4.3%, '20년 6.1%, '30년 11.0% 달성
('07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

투자소요 계획 : '30년까지 총 111.5조원(보급투자비 100조원, 기술
개발투자비 11.5조원)

해양에너지 개발 목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단기적 목표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과 연안역 해양에너지 이용기술을 개발

중기적 목표 핵심기술의 고도화와 외해역의 대규모 해양에너지 이용기술을 개발

장기적 목표
해양에너지 복합이용에 의한 경제성 제고와 단지화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대규모 해양에너지 자원의 산업화

IV. 신재생에너지국외현황및 국내관련정책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정책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정책

해양에너지의 재생에너지화에 따른 변화

• 미세조류, 해조류 등의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통해 보급기반 마련

해양에너지의 보급 전망

2020년

울돌목(1MW급 실증, 90MW급 상용), 장죽수도(150MW), 
맹골수도(250MW) 등의 조류발전소 건설,

500kW급 파력발전 플랜트 제작 및 제주도 해역 설치(’09~‘11년), 

시험파력발전소(‘11~‘12년, 제주도, 울릉도 등) 건설

2025년
시화호(254MW), 가로림만(520MW) 등 서해안 해역에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소 건설

IV. 신재생에너지국외현황및 국내관련정책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정책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정책

3대 목표

• 연구개발체질개선을 통한 연구인프라 확보

• 연구개발투자확대를 통한 해양에너지 효율성 확보

• 해양 고부가가치 산업창출 및 촉진

4대 추진전략

• 사업체계 강화를 통한 R&D 투자효율성 제고

• 단계별 연구개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 해양에너지 인프라 정비 및 공동연구 강화

• 해양에너지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

해양에너지 중장기 추진계획(안)

IV. 신재생에너지국외현황및 국내관련정책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문제점 및 국가정책 방향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문제점 및 국가정책 방향

폐기물 에너지

에너지원 재분류에 따른 자원의 형평성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에너지 총괄 부처의 신설

V.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사항

V.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사항

해양에너지 개발 필수요소와 고려사항해양에너지 개발 필수요소와 고려사항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

핵심기술의 국산화

해양환경과 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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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기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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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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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시스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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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 풍력단지 운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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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풍력기술동향
해상 풍력발전기는 효율증대 및 인프라 시설비용 절감을 위해 빠른 속도로 대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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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및 여건분석(SWOT)
Strength Weakness

- 풍력발전시스템 개발경험

- 학계, 기업 및 연구소의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의지

- 풍력인프라의 저변확대

- 지자체의 풍력산업 육성의지

- 핵심 및 기초기술의 기반취약

- 시스템 통합 및 신뢰성 확보기술 미흡

-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수립의 미진

- 관련 연구인력 부족

- 해상풍력단지 설계기술 미흡

- 국내 개발품 테스트베드단지 부족

Opportunity SO 전략 WO 전략

-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풍력에너지

보급 확대

- 국내․외풍력발전시장 확대

-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선/민영화

- 정부의 강력한 의지

- 정부 주도의 시범보급을 통한 국내 풍력산업

육성정책 활성화

- 차세대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 풍력시범단지 활성화

- 체계적 전문 인력양성

- 기술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및 시스템

조합 기술 확보

- 부품 개발을 통한 풍력인프라 산업성장

유도 및 연구인력 배양

-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시범단지 조성

사업 추진

- 대규모 실증단지 시범사업 추진

Threat ST 전략 WT 전략

- 해외 선진 풍력제작사의 시장 지배력

증대

- 중국, 인도 등의 풍력발전시장 비약적

성장

- 인증을 통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 부품 국산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 신 모델 풍력발전기 개발을 통한 기술

우위 점유

- 중국을 비롯한 풍력산업 진입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

- 풍력산업과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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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국제표준화 현황

구분 명칭/ 개발 규격

WG 3 해상풍력발전설계요건IEC61400-3

PT 3-2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설계요건IEC61400-3-

2

JWG1 기어박스ISO/IEC 81400-4 

PT 5 블레이드 시험조건 61400-5

PT 14 음압 및 음조값 설정 IEC61400-14

PT 24 낙뢰 보호 IEC61400-24

PT 25 제어 및 감시용 통신표준 IEC1400-14

MT 1 풍력발전의 안전성 IEC61400-1

MT 2 소형 풍력발전의 안정성 IEC61400-1

MT 11 소음 측정 기술 IEC61400-11

MT 12 풍력발전 출력성능 시험 IEC61400-12

MT 21 전력품질 측정 및 평가 IEC61400-21

MT 22 인증제도 IEC WT01

MT 23 회전자 실측구조 시험 IEC61400-23

Ad, Hoc 이 용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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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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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은 시켜 발생되는 전력을

전력 계통이나 수요자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 중 미래 에너지원

산간이나 해안 오지 및 방조제 등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3/20

해양은 육지에 비하여 강하고 안정된 바람이 발생

- 작은 粗度, 작은 난류 발생(작은 온도차), 고도별 작은 풍속 변화

넓은 공간

대형 풍차의 설치 및 운반 가능

시설의 건설과 철거가 용이

- 화력발전(용지 취득) 및 원자력 발전(과대한 비용)

소음, 전파장애 등 환경문제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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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의 풍력에너지 부존량이 부족하거나,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비는 증가하더라도 대형 터빈을 이용하여 해안에서 수 km 떨어

진 수심 5~20 m 바다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가능

스웨덴, 독일 : 탈 원자력 정책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 좁은 국토

영국, 일본 : 해양국가

5/20

해상풍력발전 기초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육상에 비하여 고가

송전선 부설 등 송전비용이 고가

어업과의 조정 필요

선박 충돌

경관에의 영향 등 환경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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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①

NG

7/20

①

해상풍력발전 설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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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여년 동안 해상풍력 터빈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 발달

대부분의 기준은 유럽의 연안역에 설치된 해상풍력 터빈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기초

이러한 설계기준에 IEC(2009)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으나,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IEC 기준 적용 불가

DNV(2010), GL(2005)에서 발행한 기준도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해상풍력터빈

설치를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

미국 석유연구소(API)에서는 해양구조물에 대한 추천할 만한 실무 내용을 시리즈로 발간. 

9/20

API 보고서중 API RP 2A-WSD(API, 2007)에는 파랑, 바람, 유속, 지진 등의 하중을 받는

미국 연안역의 해양구조물의 기본적인 설계방식 소개. 이 보고서에는 해상풍력터빈의 응답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계환경조건과 설계하중 조건에 대한 정의가 없음

미국 ABS(2010, 2011, 2013)에서는 착저식 해상풍력발전용 터빈 설치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에서는 미국 인근의 해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내용 포함. 미국 연안에 설치된 해상풍력 터빈지지 구조물은 유럽의 IEC 61400-3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검증

국내의 경우,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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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400-3  Wind turbines – Part 3 : Design  Requirements for Offshore  Wind

Turbines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2009)

Guideline for the Certification of Offshore Wind Turbines(Germanischer Lloyd( GL),

2005)

Design of Offshore Wind Turbine Structures(Det Norske Veritas(DNV), 2010)

API RP 2A-WSD: Recommended Practice for 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Fixed Offshore structures –Working Stress Design(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2007)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 2010)

Design Standards for Offshore Wind farms(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  

2011)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Bottom-Founded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s(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 2013)

11/20

국내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

(2005)

일본
해상풍력

발전
기술 매뉴얼

(2001)

IEC 
61400-3

(2009)

GL
(2005)

DNV
(2010)

API RP 2A
(2007)

ABS
(2011, 2013)

목적
항만시설
설계서

해상풍력
발전 전용
설계서

해상풍력
발전 전용
설계서

해상풍력
발전 전용
설계서

해상풍력
발전 전용
설계서

해상 구조물
범용 설계서

해상풍력
발전 전용
설계서

극한
하중

불명확
파랑: 

30~50년,
풍속: 50년

50년 50년 50년 100년 100년

해석
방법

허용응력
설계

허용응력
설계

한계상태
설계

한계상태
설계

한계상태
설계

한계상태설계,
허용응력설계

한계상태설계,
허용응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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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 Engineering(2009) 연구 결과에 의하면 터빈 지지구조물의 설계시 IEC 61400-3과

ISO 19902을 활용하여 설계한 결과는 API RP 2A-WSD과 잘 일치

• IEC/ISO 기준은 50년 빈도 기준의 해양환경과 IEC 61400-3의 하중계수, ISO 

19902의 저항계수 및 신뢰성 설계법을 채택

• API 기준은 100년 빈도 기준의 해양환경과 API RP 2A-WSD에서 정의한 안전계수 및

허용응력 설계법을 사용

국내의 경우 level Ⅰ 신뢰성 설계법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독자적인 설계기준이 필요

본 연구에서는 ABS(2010, 2013)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한 자료를 대상으로 신뢰성

해석 실시

13/20

Limit state equations for wind and wave loads(Yu et al, 2011)

연구에서는 ABS(2010, 2013)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
계한 자료를 대상으로 신뢰성 해석을 실시

Wind loads 
ABS

IEC

Wave loads
ABS

IEC

Safety Factors for ABS and IEC/ISO Design Criteria(Yu et al, 2011)

Load
Type

ABS IEC 61400-3 / ISO 19902

Normal Abnormal Normal Abnormal

F.S. F.S.

Bending 1.50 1.25 1.05 1.35 1.05 1.10

mγ fγ mγ f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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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random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Distribution COV
Characteristic 

Value

Normalized critical bending strength Lognormal 5 %
5 percentile value

1.13

Model Uncertainty of material 
strength(resistance)

Lognormal 8.5 %
Mean value

1.11

Normalized annual maximum wind 
speed(100-year return)

Gumbel Table
99 percentile value

1.0

Normalized annual maximum wind 
speed(50-year return)

Gumbel Table
99 percentile value

1.0

Model Uncertainty of aerodynamic load Lognormal 10 % Mean value 1.0

Model Uncertainty for dynamic response to 
turbulent wind

Lognormal 5 %
Mean value 

1.0

Normalized response to turbulent wind Gumbel 10 % Mean value 1.0

Normalized annual maximum wave 
height(100-year return)

Gumbel Table
99 percentile value

1.0

Normalized annual maximum wave 
height(50-year return)

Gumbel Table
99 percentile value

1.0

Model Uncertainty of hydrodynamic load Lognormal 10 % Mean value 1.0

dynX

T

15/20

Coefficients of Variation(COVs) for wind and wave parameters

Location
COV of Normalized Annual 

Maximum Wind Speed
COV of Normalized Annual 

Maximum Wave Height

North Sea 0.12 0.12

GoM 0.25 0.25

Atlantic 1 0.40 0.50

Atlantic 2 0.31 0.23

Atlantic 3 0.22 0.29

Atlantic 4 0.28 0.35

MA site-specific 0.40 0.45

TX site-specific 0.53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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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values for random variables 

17/20

FORM analysis procedure for calculating reli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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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index,  β for wind loads Reliability index,  β for wave loads 

19/20

•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IEC 기준(2009) 적용 불가

• DNV(2010), GL(2005)에서 발행한 기준도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해상풍력터빈

설치를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

• 미국 ABS(2010, 2011, 2013)에서는 착저식 해상풍력발전용 터빈 설치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에서는 미국 인근의 해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 본 연구에서 ABS 기준(2010, 2011, 2013)이 IEC 기준(2009)의 파괴확률을 만족하

는 것을 확인

• 바람 및 파랑하중에 대한 재현기간의 검토(50년 → 100년)

• IEC 기준(2009)은 태풍의 영향이 미비, ABS 기준은 WSD 설계법이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level 1 신뢰성 설계법 도입

• 국내 해양환경하중(wind, wave 등)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design equation

설정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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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Bureau of Shipping(ABS), 2010.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s.

• American Bureau of Shipping(ABS), 2011. Design Standards for Offshore Wind

Farms.

• American Bureau of Shipping(ABS), 2013.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Bottom-Founded 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s.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2007. API RP 2A-WSD: Recommended

Practice for 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Fixed Offshore structures –

Working Stress Design, 21st Edition (with Errata and Supplement in 2002, 2005

and 2007).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009). IEC61400-3, IEC, 22.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007. ISO 19902: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 Fixed Steel Offshore Structures.

Geneva, Switzerla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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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 environmental/ecosystem service

 
� InVEST (Integrated Valu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Tradeoffs) 

-Ocean Renewable Energy Model 
 

� Model Application to 
 : offshore wind energy project  
     : wave energy project 
 
� Summary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http://www.metrovancouver.org/planning/development/ecologicalhealth/Pages/default.aspx 

    
  

o To map and value energy resources 

o To help decision-makers understand where best to 
install a energy conversion facility 

o To examine potential trade-offs that might arise siting 
ocean renewable energy conversion facilities.  

InVEST-Ocean Renewable Energy Model  
(offshore wind & wave) 



(+) 

(-) 

Inputs 

Power Resource 
(kW) 

Ecosystem Supply 

(((((++

Captured Energy 
(kWh/year) 

Ecosystem Service 

( )

3. Net Present 
Value ($) 

Value  

( )
4. Environmental 

Impact 

Trade-offs 

Outputs 

 



Output Power Curve a wind turbine 
(pitch control type) 

Where 
Vc = cut-in wind speed (4 m/s) 
Vr = rated wind speed (14 m/s) 
Vf = cut-out wind speed (25 m/s) 
Pr = wind turbine rated power (3.6 MW) 
M = 1 or 2   

Pr 

Vc Vr Vf 

Jafarian & Ranjbar (2010) 





 



 



30%  

7% 
63% 

(950 MW) 

Hydroelectric

Combustion turbine

from Main Land

Power Demands (1.2 – 1.8 GW) 

� Device = Pelamis (28) targeting 21 MW                
� Price of Electricity = $0.2 
� Cost of Underwater Cable = $500k 
� Life-span = 25 yrs 

� Device = Pelam

WEC Facility 



Potential Wave Power (kW/m) 

71 - 81

61 - 70

51 - 60

41 - 50

31 - 40

21 - 30

11 - 20

1 - 10

Captured Wave Energy (MWh/yr) 

3,501 - 4,033

3,001 - 3,500

2,501 - 3,000

2,001 - 2,500

1,501 - 2,000

1,001 - 1,500

501 - 1,000

1 - 500

Tofino 

Ucluelet 

0 - 1.5

1.5 - 3.0

3.0 - 4.5

4.5 - 6.0

6.0 - 7.5

Net Present Value 

: Power Grid Connection Point 

: Cable Landing Point 

NPV  
($ mil) 



Commercial Fishery 
: Salmon trawl 
: Salmon net 
: Crab and Shrimp    

Recreational Fishery 
: Salmon  
: Ground fish 

Potential Trade-offs with Fishery Activities 

 



About 45% of residents experience aesthetic view changes 

Aesthetic Quality 

Tofino 

Ucluelet 
WEC-1 

WEC-2 



National Parks Protected Areas 

Aesthetic Quality 

WEC-1 

WEC-2 

20% 

20% 

40-60% 

10-30% 

ozarkareacommunitycongress.org  

WWW.NATURALCAPITAL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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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P STYLE !!!

(Shipbuilder To Young Leaders of offshore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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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국가의 해양거버넌스, 해양정책 및 해양과학기술 전략

Ⅲ. 한국의 해양정책 및 해양과학기술 전략

   ⅰ. 주변수역 갈등 요소 확대

   ⅱ. 동북아 해양관할권도 

   ⅲ. 해양수산행정 구조변화의 시계추 현상

   ⅳ. 국내 해양정책 변천 현황

Ⅳ.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ⅰ. 국정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5대 국정목표, 21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

   ⅱ. 140개 국정과제 중 해양관련 사항(8개 과제)

   ⅲ. 기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현황(5개 과제)

Ⅴ. 한국의 해양정책 당면과제

   ⅰ. 한국의 해양정책 당면과제

   ⅱ. 현황

   ⅲ. 해양 R&D 투자현황

   ⅳ. 기술수준

   ⅴ. 전략 추진과제 도출

   ⅵ. 투자계획

   ⅶ. 해양과학기술 10대 현안과제

Ⅵ. 맺음말



창의적 조선해양 기술개발 방향 

 

강사 : 대우조선해양 배재류 이사 

 

1. 바다와 조선해야 산업 

� 인류에게 해양은  

� 국경이 있는 지구 

� 국경이 없는 지구 – 지구의 불빛 

�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준 바다 

� 해상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바로 강대국 

� 아시아 지역의 해양 영유권 분쟁 

 

2. 조선해양시장 전망 

� 에너지 수요 

� 국가별 에너지 사용과 세계 플랜트 시장 

� 천연가스 및 FLNG 시장 전망  

� 세계 조선 건조량 추이와 선박/해양 구성 변화 

 

3. 조선해양 기술과 창의적 해양 제품 

� 조선해양 제품 발전 방향 

� 선박제품의 발전  

� 18,300 TEU 적용된 기술의 경제성 – 연료비 관점이 됨  

� 선박제품의 발전  

� 해양제품의 발전  

� 건조공법의 발전  

 

4. 조선해양산업의 미래기술 

� LNG관련 복합제품 

� LNG FPSO 

� LNG 추진 - LNG Fueled Ship  

� 원자력 추진  

� 선박용 연료전지  

� 해양 자원의 미래 이용 

� Subsea Plant 

� 모듈라 플랜트  

� 원자력 플랜트 

� 심해자원 개발 – 해저광물 자원 및 채광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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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해양산업 현안 

� 미래제품 영역 확대 

� 조선해양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필요 

� 조선해양공학과의 변화 필요  

� 조선해양 제품별 부가가치  

� DSME 독자 시추선  

� 해양 Topside 기본설계 역량 확보 

� FPSO 기술용역 현황 

� 선박 해양제품 기자재 국산화율  - 선가기준-  

� DSME 형 시추시스템 개발  

 

6. 맺음말 

� 조선해양 제품 트렌드  

� 조선해양공학과 타 전공의 융합  

 



21세기 해양학 교육: 대학 해양학 교재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안
  김기현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이 논의는 대학 학부과정까지만의 해양학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원 교육은 학문 후세
대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대학의 교과서는 강의를 위해서 필수적이
다. 해양학 교과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해양학 교육을 진단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교육 내용
을 살펴볼 수 있는 창이다.
   현행 대학 해양학 교재는 모두 19세기의 골격에 새로 발견된 약간의 사실이 추가된 내용
이다. 현대 교과서는 컬러사진의 매수만  Svedrup, Johnson, Fleming 세 사람이 1942년에 
쓴 “The Oceans" 보다 많을 뿐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이들은 모두 자연에서는 밀접하
게 연관된 하나의 현상을 물리, 화학, 생물, 지질의 네 분야로 분리하여 조각조각 설명하고 있
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해양학 교과서는 “이상한 사실을 요상한 용어를 사용하여 괴상하게 설
명”하는 책이다. 해양학 교재에는 새로운 용어가 제2외국어 교재보다 더 많고, 새로운 법칙들
이 문법책보다 더 많다고 느낀다. 해양학 교과서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제 대학 해양학 교육은 변해야 한다. 우선 대학 해양학 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 후에 합
당한 교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기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대학에서 1)왜 해양
학을 가르치는가? 2)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3)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미국의 경우에는 “왜 해양학을 가르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사회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투표할 수 있는 교양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Bob Stewart, Texas 
A&M)라는 대답이 가장 합리적 보편적인 대답으로 꼽힌다. 우리는 아직 답이 없다. 무엇을 가
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
   우리도 이제 미래의 대학 해양학 교육을 개선하여 우수한 학문 차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골격의 교과서를 준비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한국해양학회가 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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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Questions in East Sea Research

Kyung-Ryul Kim
SEES/RIO,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What are the BIG questions in East Sea Research?”  
This is a really challenging question to all of us. The reason that I chose the title 
was not because I do have all the right answers but because I believe that we are 
always facing such a challenge of making our questions big. 
I believe that there can be many big questions around us if we carefully look for 
in right direction. And i’d like to share with you some of my experiences in East 
Sea  Research I have been carrying out over last 20 some years, hoping to show 
an example of how to make our questions big.

Recent studies clearly show that oceans are undergoing changes. The key issue is 
whether these changes are part of natural cycles or are related to recent global 
changes associated with human activities. 
CREAMS (Circulation Research for East Asian Marginal Seas), an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 started in 1993, have confirmed the existence of most dramatic 
changes in the East Sea: warming of whole body and decrease of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in deep layers. The analysis of DO profiles strongly suggests that 
these changes are due to transition in the mode of the sea's conveyor belt system 
from bottom water formation in the past to intermediate water formation at the 
present time. These changes have remarkable resemblance to the changes 
anticipated in the world ocean circulation system associated with global warming in 
the coming century, allowing us to publish a paper titled:

“The East (Japan) Sea in Changes: A Clue to Future Changes in Global Oceans?”

We believe that East Sea may serve as a miniature test ocean for global changes 
in the future, meriting careful time-series studie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global changes on the ocean.  The East Sea has great potential that we can 
pursue many BIG questions. 

Now back to beginning: “Are the questions we are working on now BIG?”  
I strongly believe that it is really up to us, depending on our desire and 
willingness to make our questions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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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대한조선학회

기획세션

일반세션

HIGHLIGHT SESSION



●●●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

5월 23일(목)

5월 24일(금)

(      ) 좌장 및 운 자



5월 23일(목) 

운 자 : 김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모형시험을 이용한 무인선 기본선형의 저항 및 운동성능 평가
서정화, 임태구, 박성택, 이신형(서울대학교)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무인선 기본선형의 저항성능 추정 및 유동해석
이희범, 김동환, 이신형 (서울대학교)

무인선 실선 시험선 건조 및 자유항주 조종성능 평가
손남선, 김동진, 김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군사용 무인수상정의 개발동향
최중락(국방과학연구소)

운 자 : 김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트보트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무인선의 다중선박 충돌회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손남선, 윤근항, 박병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

무인선 탑제된 주변 탐색 센서의 융합 접근 방안
황태현, 오상우, 김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단안 카메라 상을 이용한 무인선의 장애물 탐지 및 추적
박정홍, 김진환(한국과학기술원), 손남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항로 규칙을 반 한 무인선 전역 경로 자동생성에 관한 연구
김한근, 명 현, 이상원(한국과학기술원), 손남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 자 : 이탁기(경상대학교)

극지운항선박의 평형수 착빙에 대한 수치 해석
김기평, 강호근, 김대헌, 하태범((사)한국선급)

평탄빙과 아라온호의 선수 충격해석에 관한 연구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노인식(충남대학교), 이탁기(경상대학교)

콜드룸 저온 습도제어 특성 비교분석 연구
이재만, 이춘주, 강성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북부 서해안에서의 해빙(Sea-ice) 탐지 및 추출 연구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빙파괴 거동 모사용 LS-DYNA 사용자 정의 서브루틴 개발
김슬기, 최윤혁, 이제명(부산대학교)

연속쇄빙 시험평가 기법 개발 및 응답 해석
최윤혁, 김슬기, 이제명(부산대학교), 김극수, 김노성(대우조선해양(주))

빙출돌 시뮬레이션을 위한 역학적 모델에 대한 연구
김태욱, 이탁기, 이종현(경상대학교), 임채환(한국기계연구원)

PSV 기본선형에 대한 저항추진성능 분석 연구
이춘주, 염종길, 강국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한지공학 (1)
13:00-14:40  제5발표장[203]

다목적지능형무인선개발-II (자율운항)
14:50-16:50  제4발표장[202B]

다목적지능형무인선개발-I (플랫폼/시험선)
13:00-14:40  제4발표장[202B]



운 자 :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평탄빙의 물리적 특성변화가 빙파괴에 미치는 향 분석
김 민, 이승수(충북대학교), 이춘주, 염종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Pack Ice 상태에서의 Wedge 형상의 저항 특성 연구
신용진, 김문찬(부산대학교), 이춘주, 이재만(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북극항로 위험도 해석에 대한 해외 사례 소개
강호근, 김기평, 김대헌, 하태범((사)한국선급)

빙해선박의 선급규칙 및 POLAR CODE 제정 동향
김대헌, 하태범, 강호근((사)한국선급)

쇄빙선의 빙저항 감소 기법에 관한 연구
이서현, 류재문(충남대학교), 이춘주, 염종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체 빙하중 계측 및 해석 기법 연구
이재만, 이춘주, 김 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빙해역 속도시운전 계측 및 해석 시스템 개발
류철호,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이춘주, 이재만(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응곤, 최양렬(지노스), 남웅식(인하대학교)

쐐기-모형빙 충돌해석에 의한 빙쇄빙저항 추정
이재환, 최봉균(충남대학교), 이춘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 자 : 황호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기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멀티크레인의 중량물 리프팅 시뮬레이션
구남국, 하솔, 이규열, 노명일(서울대학교)

블록 배량 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황인혁, 남승훈, 신종계(서울대학교)

조선소 생산계획 정보 품질 평가와 프로세스 중심 모델 변환 방법 연구
이필립, 이종학, 남종호, 최양열(㈜지노스)

경험 규칙 기반의 안벽 최적 배치 시뮬레이션
이상엽(㈜인포겟시스템), 유원선(제주대학교)

적치장 배치를 고려한 트래스포터 블록 최적 운송 시뮬레이션
허예지, 차주환, 조두연(목포대학교)

운 자 : 신현경(울산대학교)

VLFS 공법에 의한 초대형 동북아 국제 복합불류기지 건설 제안
(사업화 관점)

신동식((주)한국해사기술)

초대형 부유체의 시장 전망 (산업체 관점)
김윤수(삼성중공업(주))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핵심기술 소개 (기술개발 관점)
홍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한조선학회 VLFS 위원회
신현경(울산대학교), 박성환(한국기계연구원), 홍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유토론
김훈철, 박성환(한국기계연구원), 신현수(현대중공업(주)), 
임성우(RIST), 조규남(홍익대학교), 조효제(한국해양대학교)

운 자 : 배진호, 유원선(제주대학교)

선체통신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변조기반 진폭변조 통신방식 기법
이재일, 김주호, 배진호, 팽동국, 유원선, 조일형, 이종현(제주대학교), 
박성규, 이대형(대우조선해양(주))

선체통신 기반 폐구역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이혜빈, 이재일, 김한수, 이종현 ,팽동국, 유원선, 조일형, 
배진호(제주대학교), 박성규, 이대형(대우조선해양(주))

다중센서를 이용한 선체통신 성능향상 기법
이재일, 김주호, 배진호, 팽동국, 유원선, 조일형, 이종현(제주대학교), 
박성규, 이대형(대우조선해양(주))

선체의 외판에서 선체통신 채널 성능 향상을 위한 가이드파 감쇄 분석
팽동국, 김주호, 이재일, 배진호, 이종현, 유원선, 조일형(제주대학교), 
박성규, 이대형(대우조선해양(주))

선체통신 채널모델을 위한 복잡한 선체 구조물에서의 가이드파 굴곡
및 산란 손실 분석

김주호, 이재일, 이종현, 팽동국, 유원선, 조일형, 배진호(제주대학교), 
박성규, 이대형(대우조선해양(주))

선체 바닥에서 PWAS형과 Wedge형 센서에 의해 발생된 가이드파의
전달 비교

유원선, 김창수, 김주호, 배진호, 이종현, 팽동국, 조일형(제주대학교)

선체통신을 위한 Wedge형 초음파 센서 기반 실시간 채팅 시스템
김한수, 윤창기, 이효건, 배진호, 이종현, 팽동국, 유원선, 
조일형(제주대학교)

운 자 : 유재훈(목포대학교)

요트설계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
박호원((주)지노스), 유재훈(목포대학교)

활주형 고속선박의 항주자세 추정에 관한 수치해석기법 고찰
오광호((주)넥스트폼), 유재훈(목포대학교)

변형을 고려한 3차원 요트세일 주위의 유동특성에 대한 수치적 해석
박미연, 이희범, 이신형(서울대학교)

레저선박의 구조계산 및 건조 상 매뉴얼 소개
권수연, 엄한찬, 이희준(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레저산업기술연구회 정기총회
진행: 정노택(울산대학교)

레저선박설계및성능해석기술동향
14 :50-16:50  제7발표장[400]

선체를매질로하는차세대선박통신
13:00-14:40  제7발표장[400]

VLFS 추진위원회
14:50-16:50  제6발표장[삼다홀A]

조선해양생산시뮬레이션시스템개발
13:00-14:40  제6발표장[삼다홀A]

극한지공학 (2)
14:50-16:50  제5발표장[203]



5월 24일(금) 

운 자 : 서정관(부산대학교)

해양플랜트 Topside 폭발.화재 사고 경감을 위한 가스감지 시스템 최적
설계

배소 , 강규홍(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서정관(부산대학교)

실험 및 수치해석 비교를 통한 Flare system 차폐막 노즐의 열 차감
효과에 관한 연구

박성인, 김정환, MD Shafiqul Islam, 이동훈,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허태욱(세보테크(주))

해양플랜트 가스폭발 확률 계산 Code 개발 및 폭발하중 계산 응용
허 애, 최재웅(삼성중공업(주)), 이인원(부산대학교)

폭발 하중을 받는 보강된 방폭벽의 구조 충격 응답 특성에 관한 연구
김상진, 성동진, 이종찬, 라춘보, 서정관, 김봉주(부산대학교)

시나리오 기반의 확률론적 FPSO 화재 위험도 해석에 관한 연구
김연림, 장범선(서울대학교)

운 자 : 김봉주(부산대학교)

Filling rate를 고려한 FLNG선 탱크의 열해석에 관한 연구
이병준, 한효원, 김기종, 이종환, 박대겸,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Shakedown 한계를 관한 반복하중을 받아 헐 거더의 붕괴되는 효과
장효명,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심해저 초고압 환경에서의 응력을 고려한 전력기기의 특성해석 및 시
험방법 개발

이선권, 강규홍(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식이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의 파열 강도에 미치는 향
김동우, 모하메드하이릴모하메드, 이병준, 최옥석,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FSI 기법을 이용한 심해저 파이핑 형상 최적화
이상의,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HHIIGGHHLLIIGGHHTT  SSEESSSSIIOONN
한국해양공학회-대한조선학회-한국풍력에너지학회-해상풍력에너지기술연구회

운 자 : 신현경(울산대학교)

국내 풍력산업 발전현황
이상호(한국남부발전)

해상풍력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과 전망
김만응((사)한국선급)

부유식 해상풍력구조물 지진응답 해석
김병완, 홍석원, 홍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 자 : 홍석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 추진현황과 이슈
성진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태진( 남대학교)

부유식 해상풍력플랫폼의 형상설계에 대한 운동 및 가속도 응답의 비교
연구

김진하, 홍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현조(삼성중공업(주))

연결체의 탄성을 고려한 SPAR기반 풍력발전단지의 파랑운동특성 수치
해석

김윤호, 홍사 , 김병완, 남보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 자 : 홍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내 해상풍력발전 추진현황
이준신(한국전력연구원)

Model Test of an OC4 Semi-submersibl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OC4 반잠수식 해상풍력터어빈의 모형시험)

신현경(울산대학교), 이우섭(현대중공업(주))

블레이드 연성을 고려한 부유식 풍력 터어빈 모형시험에 대한 연구
김현조, 정재호, 김기현(삼성중공업(주)), 홍사 , 
김진하(한국해양과학기술원)

5월 23일(목) 
제1발표장 [201A]

좌장 : 이경호(인하대학교)

Tact개념을 활용한 동시공학 Process
김민수, 신성철, 김수 (부산대학교)

작업정보 및 실적 구조 재정립을 통한 Smartwork기반의 공정관리
시스템
박주용, 오형석(한국해양대학교)

세일요트 관리 시스템을 위한 WBS와 프로세스 연동 방법 연구
이필립, 최양열((주)지노스), 정용국, 이동건, 남승훈(서울대학교)

AVEVA Marine 3D의 iAR모델 변환 기술 연구
이정민, 이경호, 김대석(인하대학교)

레저선박의 전기추진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운항시간 추정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안동현, 남승훈, 신종계(서울대학교), 정우철(인하공업전문대학),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D3
13:00-14:40  제1발표장[201A]

해상풍력 (3)
15:20-17:00  제6발표장[삼다홀A]

해상풍력 (2)
13:30-15:10  제6발표장[삼다홀A]

해상풍력 (1)
10:50-12:30  제6발표장[삼다홀A]

비선형구조역학및설계
13:30-15:10  제5발표장[203]

선박해양플랜트위험도평가관리
10:50-12:30  제5발표장[203]



좌장 : 우종훈(한국해양대학교)

A Study of Deriving Criteria for Bid/no Bid Decision Making of
Offshore EPC Projects

Prabir Das, Dong Kun Lee, In Hyuck Hwang, 
Jong Gye Shin(Seoul National University)

다중운용모드를 변수로 갖는 해양플랜트용 시추시스템의 가용도 추산
이예슬, 류민철(대우조선해양(주)), 장대준, 한상헌(한국과학기술원)

심해 URF 설치 공사사례 분석 및 기술동향
이기환, 정종진(현대중공업㈜), 강찬회, 전석희(대우조선해양㈜), 
윤상준, 박한솔, 조진욱(삼성중공업㈜)

FPSO와 셔틀 탱커간 텐덤 하역 운전을 위한 작업공간기반 동적 위치
제어

이형배(STX조선해양㈜), 김 식(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김진환(한국과학기술원)

심해저 생산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우종훈, 윤경원(한국해양대학교)

선박 및 해양 플랜트의 유지보수 정보 획득을 위한 Zigbee Sensor
Node 최적 배치와 Energy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석, 이경호, 이정민(인하대학교)

제2발표장 [201B]

좌장 : 최태묵((주)크리에이텍)

컨테이너선의 전선진동해석 시 모델링 방법에 따른 향 평가
오동현((주)디섹), 조대승(부산대학교)

1,700 TEU FEED 컨테이너선의 진동 연구
최문길, 조창연,이철우(SPP조선(주))

최근 대형 상선의 선체 거더 상하 및 수평 고유진동수 추정식
조대승, 진병무(부산대학교)

프로펠러 변동압력 하중 형태에 따른 전선진동해석 응답 특성에 관한
연구

정해민, 최상희, 양성붕(STX조선해양㈜)

쇄빙 선박의 진동해석을 위한 빙 유기 동하중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성혜민, 조대승(부산대학교), 김극수, 김노성(대우조선해양㈜)

좌장 : 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선박 전선진동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피로수명 평가
정민철, 석호일, 정태석(STX조선해양㈜)

함정 내 주요 격실에 대한 피탄 해석 방법론에 대한 고찰
신윤호, 권정일, 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충격완충기를 적용한 잠수함 탑재 장비 충격 검증 해석
정대근, 김 제, 변정우, 이경덕, 박상철(현대중공업㈜)

지지구조를 포함한 함정용 탑재장비의 충격해석에 대한 연구
이현엽(충남대학교), 지용진((주)수퍼센츄리)

함정 폭발강화격벽의 내충격 구조 거동에 대한 해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권정일, 정정훈, 신윤호(한국기계연구원)

근접수중폭발 위협에 대한 함정 내충격 구조 향상을 위한 설계 방안 연구
권정일,정정훈,신윤호(한국기계연구원)

제3발표장 [202A]

좌장 : 이상갑(한국해양대학교)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LNGC CCS의 슬로싱 충격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

이상갑, 조투(한국해양대학교)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LNGC CCS의 빙산과의 충돌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

이상갑, 조투(한국해양대학교)

함정 폭발강화격벽의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
이상갑, 조투(한국해양대학교)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쇄빙상선의 Pre-Sawn 평탄빙 저항시험 M&S
이상갑, 조 투(한국해양대학교), 김규성, 장 식, 박경덕(현대중공업㈜)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n the repeated impacts of polar class
ship structures

조상래, Dac Dug Truong(울산대학교), 송하철(목포대학교)

좌장 : 정준모(인하대학교)

ECA 적용 방법과 실선 적용 사례
기혁근, 박성건, 오 태(대우조선해양(주))

톱브레이싱을 이용한 거주구와 주기관의 비연성화 연구
이신웅, 김윤환, 김희원, 주원호(현대중공업㈜)

갑판부 작업용 크레인을 갖는 소형 FRP 선박의 구조안전성 평가
송하철, 송창용, 송주헌(목포대학교), 강성우, 강성국(㈜뉴텍)

Open Hatch General Cargo Vessel 구조적 특성 고찰
안형준, 박봉균, 이규호, 조재승, 박찬현, 김창한(STX조선해양㈜)

기하학적 변위 이론을 적용한 VLCC최종종강도 평가
남지명, 정준모, 윤성원(인하대학교), Tansel TAYYAR(이스탄불공대)

손상 선각의 잔류 종굽힘강도 평가
김대현, 이주성(울산대학교)

제8발표장 [401A]

좌장 : 노명일(서울대학교)

선박 및 해양플랜트 초기설계를 위한 모델링/시뮬레이션 기반 계산설
계공학

이규열, 구남국, 노명일, 하솔(서울대학교)

SOLAS 확률론적 손상복원성 규정의 해석
이규열, 구남국, 노명일(서울대학교)

MARPOL 손상복원성 기준을 고려한 loading condition 결정
김성훈, 이기호((주)TMS), 김수 (부산대학교)

IMO EEDI 검증을 위한 표준 선속 논의 동향 및 고찰
정수원, 이중호, 서형균, 박세일(대우조선해양(주)), 
신명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일정계획을 고려한 선체 생산설계 작업할당 시뮬레이션
손명조, 김태완(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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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남종호(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용 SCR 시스템 촉매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김 민, 김성윤, 김정환((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박용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설비 측정장비에 관한 연구
김성윤, 김민, 김정환((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박 폐열을 이용한 ORC 폐열 회수 시스템 연구
김대환, 이동석, 김기정, 이광일(STX조선해양㈜)

유동 균등 분배를 위한 다공오리피스의 활용
최성윤, 도경민, 윤호병(삼성중공업(주))

곡면모델링된 복합형상구조물의 수 구획 체적 정의
박인하, 남종호(한국해양대학교)

제9발표장 [401B]

좌장 : 안병권(충남대학교)

축대칭 몰수체의 반류를 이용한 유효반류 추정연구
김기섭, 문일성, 안종우, 김건도, 박 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창섭(충남대학교)

등속전진하는 선체의 시간 역 방사파 이력함수에 대한 선적분의 향
홍도천(충남대학교), 홍사 , 성홍근, 남보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진비 변화에 따른 날개끝 보오텍 거동분석
백동근, 정재환, 윤현식(부산대학교)

중소형 선박용 프로펠러 허브 캡 형상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
박현정, 서성부(동의대학교), 박충환, 박희승(중소조선연구원), 
이상규(신라금속)

프로펠러 하중 및 스큐 최적화 시스템 개발
안병권, 이창섭(충남대학교), 장현길(대우조선해양(주))

좌장 : 안형택(울산대학교)

선박 충돌회피알고리즘을 위한 충돌비율의 개발
유 준 (대우조선해양(주)), 이기표(서울대학교)

비주상체 활주선의 정수 중 유체역학적 성능에 대한 이론적 접근
김동진, 김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기표(서울대학교)

CFD를 이용한 활주형선의 항주자세 및 저항특성 연구
정재형, 김동준, 공형조(부경대학교)

변분 다중스케일법을 이용한 원형 FPSO 주위 유동 해석
이은택, 안형택(울산대학교)

Pipeline-riser system에서의 slugging 발생 억제를 위한 연구
유진수, 박병원, 이광민, 조경남, 박명철, 류민철(대우조선해양(주))

축대칭 반류 중 프로펠러 추진효율 최적화 연구
문일성, 김기섭, 김건도, 박 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창섭(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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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윤원준(현대중공업㈜)

선박건조 단계에 있어서 폐구역의 환기 현황
이돈진, 노종화,한명수(대우조선해양(주))

도장공장 공기조화 설비의 최적제어 및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
윤원준,김대 ,이윤식(현대중공업㈜)

선박용 유증기 회수설비 폭발위험성 회피기술에 관한 연구
윤정인,김성윤,김정환((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최재혁(한국해양대학교)

선박 적용을 위한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최적화 연구
차원심, 이성준, 김연태, 변윤철(대우조선해양(주))

연질스프링강판과 구자석을 이용한 함정의 침몰방지용 방수기술
및 장비 개발

문정환(한국해양대학교), 김진경, 권기생(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경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 춘(도도산업), 배성호(매그스위치코리아)

좌장 : 유원선(제주대학교)

P.E 최적화 배치에 대한 연구
김성찬,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김 호, 한창봉,김동근, 
연홍선(대우조선해양㈜)

선체 강판 Nesting Algorithm의 적합도 함수에 관한 연구
이혜빈, 유원선(제주대학교)

디지털 조선소의 판넬 공장 구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이광국(경남대학교), 이동건, 백명기, 신종계(서울대학교)

다중 선상가열을 적용한 강판의 변형 예측식 개발에 관한 연구
이상훈, 김민술, 이주성(울산대학교)

AHRS 센서 기반의 무선 선체운동 모니터링 알고리즘의 개발
이상민(군산대학교), 김대해(한국해양대학교)

좌장 :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T-type 러그의 구조 강도해석에 관한 연구
허남학, 이주성(울산대학교)

조선용 자동 수축 마진 계산시스템 개발 및 적용
원석희, 허희 , 박중구, 최지원(삼성중공업(주))

스펙트럴 피로해석법을 적용한 선체 외판 용접부 피로특성 비교 연구
원선일, 김대수, 장 재, 성준호(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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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김을년(현대중공업㈜)

반잠수식 중화물 운반선의 하중분포 특성과 해석기술 고찰
김대훈, 남형주, 이규호, 신성광(STX조선해양㈜)

북해설치 FPSO의 플레어 슬래밍 하중에 대응한 선수 설계
김을년, 박태현, 하심식, 윤기 (현대중공업㈜)

고 열원 화염에 대한 노즐 배치 별 열원 차단 연구
허태욱(세보테크(주)), 김봉주(부산대학교)

해양 헬리데크에서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의 배치와 열해석
허태욱, 김하나(세보테크(주)), 백석흠(디엔디이)

해저 파이프라인의 충돌 해석
유동만, 최광호, 이제명(부산대학교), 구본용, 송준규(미국선급협회)

제2발표장 [201B]

좌장 : 유정수(울산대학교)

A Study on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DWT 1,000 Ton Class
Ocean Research Vessel

BO CAO, 배동명, 진척함(부경대학교)

초대형 컨테이너선 실해역 유탄성 응답 평가
최병기, 정병훈(현대중공업㈜)

물과 접한 무한 길이 띠 평판의 방사 효율 해석
유정수(울산대학교)

SEA 요소 생성을 위한 모드 에너지 기반의 유한요소 클러스터링
최성원, 조대승(부산대학교), 김국현(동명대학교)

T-method를 이용한 HVAC 시스템 성능 해석 기법 향상 연구
김성훈, 박응규, 주원호(현대중공업㈜)

좌장 : 류민철(대우조선해양㈜)

터렛 계류된 FPSO의 Riser 개념 선정에 대한 연구
강대훈, 유광규, 주 석, 이광민, 류민철(대우조선해양(주))

터렛 계류의 손상이 Riser설계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
강대훈, 유광규, 주 석, 이광민, 류민철(대우조선해양(주))

150K LNG선의 ICE CLASS PC7 적용에 따른 선각 설계 고찰
안성필, 민준기, 이도형(현대중공업㈜)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적용을 위한 극저온 기
계적 거동 특성 분석

박광준, 권병철, 이제명(부산대학교), 박성우, 김광석(대우조선해양㈜)

좌장 : 장범선(서울대학교)

TEST STUMP의 허용응력설계법과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대한 연구
허태욱, 양호준, 권희준(세보테크(주)), 김봉주(부산대학교)

환경적 하중이 Burner Boom에 미치는 거동특성에 관한 연구
황효상, 허태욱, 최주형(세보테크(주)), 김봉주(부산대학교)

열응력 해석을 고려한 LNG-FSRU의 Regas. Units Platform 설계
이진원, 이상우, 박경열, 권용우, 오석진, 김 민(대우조선해양(주))

좌장 : 김유일(인하대학교)

국부응력법을 이용한 토우그라인딩의 적합형상 연구
양박달치(울산대학교), 최광윤(로이드선급)

해양구조물 강재의 CTOD와 J 적분에 관한 소성 구속 계수 평가
문동현, 김명현(부산대학교)

HATCH COVER의 강도 평가법에 대한 연구
허태욱, 경은진(세보테크(주)), 김봉주(부산대학교)

PSV의 구조강도 특성에 관한 연구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김미 (㈜극동선박설계), 김대헌((사)한국선급)

On buckling collapse behavior of damaged steel stiffened cylinders
under axial compression

Burak Can Cerik, Sang-Rai Cho(University of Ulsan)

제3발표장 [202A]

좌장 : 장기복(삼성중공업㈜)

Weld Scallop 제거 방법 및 쐐기형 세라믹 백킹재 개발
강성구, 양종수, 김호경(STX조선해양㈜)

마찰반용접 열전달 해석 방법의 비교와 입력 변수에 대한 파라메트릭
스터디

강성욱, 장범선(서울대학교)

1mm 응력 기법을 이용한 EH 강재 필렛 용접 이음부 피로 강도 평가
신문걸, 김명현, 오동진(부산대학교)

접착제의 접합강도에 향을 미치는 기하학적 조건들에 대한 연구
강기엽, 김명수, 심명지, 이제명(부산대학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해저기반에 대한 Spudcan 침투력의 실용적인 평가
조태민, 안대 , 김봉재, 장기복(삼성중공업(주)), 강금석(전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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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최병기(현대중공업㈜)

Investigation on the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with opening.

Chang Li Yu, Joo-Sung Lee(University of Ulsan)

선박외판구조물의 충돌하중에 의한 거동 특성 연구
임형균, 송인((주)현대미포조선), 이주성(울산대학교)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iability of Stiffened Panel system
Chang Li Yu, Joo-Sung Lee(University of Ulsan)

ABAQUS 사용자지정 서브루틴을 활용한 SUS corrugation panel 변형
해석

김정현, 박두환, 전준환, 이제명(부산대학교)

Kamsarmax급 CSR Bulk Carrier의 Sandwich Plate System(SPS) 
적용에 관한 연구

정재민, 이준, 하지문(대우조선해양(주))

좌장 : 박준수(경남대학교)

초고속선 실험을 위한 신형식 예인전차의 현가장치 설계시안
구성필, 함연재((주)동현씨스텍), 김효철(서울대학교)

50피트급 파워요트의 저항특성에 관한 연구
정우철정우철,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오대균(목포대양대학교)

공기-유체-구조 상호작용을 고려한 세일요트의 동적 연성해석
김 복, 김 훈, 박준수(경남대학교)

고속 낚시레저보트 선형개발과 저항성능에 관한 연구
정우철(인하공업전문대학), 권수연(선박안전기술공단),
김도정((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최지훈((주)대원마린텍)

Anti-Rolling Tank 내 유동 해석을 통한 횡동요 저감 효과에 관한 연구
이서현, 류재문(충남대학교), 지용진(㈜수퍼센츄리)

좌장 : 박종천(부산대학교)

2차원 Wedge 주위의 초공동 유동에 대한 수치 계산
이현배이현배, 김형태, 최정규(충남대학교)

VIC(Vortex-In-Cell)방법을 이용한 평판의 단일 미세 기포 유동 해석을
위한 선행연구

송형도, 서정천, 이승재(서울대학교), 김광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광대역 정합장 역산기법을 이용한 프로펠러 초생캐비테이션 위치
추정 기법 연구

김동호, 이근화, 추 민, 박지수, 현아라, 성우제(서울대학교)

제4발표장 [202B]

좌장 : 윤현식(부산대학교)

Subsea pipelines에서의 hydrate 통제를 위한 기술 개발 연구
유진수, 이광민, 조경남, 박명철, 박병원, 류민철(대우조선해양(주))

Slugging 완화를 위한 lazy-S 라이저 형상의 매개변수 연구
박명철, 이광민, 강대훈,조경남,유진수,박병원, 류민철(대우조선해양(주))

규칙파 중 이차원 사각형 물체의 횡동요 특성
김효주, 정재환, 윤현식, 전호환(부산대학교)

파 유기 회전 수류 유수실에 의한 2차원 파 변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안재열, 최정규, 김형태(충남대학교)

좌장 : 구원철(울산대학교)

기포윤활법을 적용한 컨테이너선의 저항저감에 관한 연구
송창우, 이승희(인하대학교), 서대원((사)한국선급)

공기윤활법에서 단(step)의 향
김창현, 안형택(울산대학교)

SIV 기법을 이용한 이상유동에서의 기포거동 계측
이승재(서울대학교), Eliison Kawakami, 
Roger E.A. Arndt(Univ. of Minnesota)

콴다 효과를 적용한 고정식 핀 안정기의 양력 성능에 관한 연구
이세진, 이승희(인하대학교), 서대원((사)한국선급)

유탄성과 2차 스트립 이론을 이용한 선박의 스프링잉 추정법 연구
김준동, 박인규, 구원철, 유정수(울산대학교)

좌장 : 정노택(울산대학교)

Evaluation of linear inclined wall under free surface simulation with
Lattice Boltzmann Method

Rho-Taek Jung, Emrah Korkmaz(University of Ulsan)

중첩격자를 이용한 KCS 선형의 파랑중 저항 증가 추정에 관한 CFD
시뮬레이

옥유빈, 박종천(부산대학교), 허재경(DNV), 
Hiromichi Akimoto(한국과학기술원)

프로펠러 회전류가 타각 변화 시 타 주위 유동에 미치는 향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정재환, 백동근, 윤현식(부산대학교), 김기섭, 백부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캐비테이션 침식 추정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 개발
박선호, 이신형(서울대학교)

선수선형 변화에 따른 파랑 중 부가저항의 실험적 연구
황승현, 김진, 이 연, 안해성, 김철희, 이창용, 반석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B1
13:30-15:10  제4발표장[202B]

B1,B3
10:50-12:30  제4발표장[202B]

B2
09:00-10:40  제4발표장[202B]

B3
15:20-16:20 제3발표장[202A]

B1,B3
13:30-15:10  제3발표장[202A]

C1
10:50-12:30  제3발표장[202A]



좌장 : 강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친환경 무인선 기술 개발 현황
손석인, 노길태, 이경우, 이재훈((사)한국선급)

원자력 추진선박의 경제성 평가 연구
신병철, 김동언, 정태석(STX조선해양㈜), 전종하(STX중공업㈜), 
최순, 김지호(한국원자력연구원)

카르노 맵을 이용한 LSA 설계 방법 연구
강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관리시스템를 위한 선체 유지보수 데이터 구조 설계
박개명, 김경태, 이정렬, 길우성((사)한국선급)

NURBS Representation for Bow Curve and Fairing Method Based
on the Wavelets Transform

Wu Jin, Dong-Joon Kim(Pukyong National University)

제5발표장 [203]

좌장 : 오 태(대우조선해양㈜)

초대형 Container 선박의 HFO Tank 구조 최적 설계
안양모, 이동권(대우조선해양(주))

덕트형 에너지 저감장치의 구조강도 및 피로강도 평가
우 민, 오 태, 박성건, 전석희, 박제준, 김희철(대우조선해양(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계류시스템 설계
전상용, 신성철, 이재철, 김수 (부산대학교), 안당(삼성중공업㈜)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의 Leg 설계 파라메트릭 연구
안 당, 김경희, 고두 (삼성중공업(주)), 김수 , 정보 (부산대학교)

해양플랜트 사고위험에 대한 작업환경 설계요소 분석
배정훈, 신성철, 김수 (부산대학교)

좌장 : 김 훈(경남대학교)

중소형 조선소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PLM 시스템 원형 개발
김보람, Tharun Kumar Parepalli, 손명조, 김태완(서울대학교)

관계기반 선박의장 APA에서의 인접선각 검색 모듈의 개발
유원철, 김보람, 김태완(서울대학교)

LNG tank 내부 자연대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수치해석
이현석, 정재환, 윤현식(부산대학교)

선체 운동을 고려한 LNG FPSO 액화 사이클의 DEVS 형식론 기반 신
뢰도 시뮬레이션

하 솔, 구남국, 이규열, 노명일(서울대학교)

제6발표장 [삼다홀A]

좌장 : 이정렬((사)한국선급)

유조선의 구획배치 최적화 시스템 개발
송하철, 나승수, 정 솔, 윤고은(목포대학교), 이정렬, 이홍구, 
박호균((사)한국선급)

살물선의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나승수, 송하철, 정 솔, 윤고은(목포대학교), 이정렬, 이홍구, 
박호균((사)한국선급)

CSS CODE 개정에 따른 컨테이너선 길이 및 적재 성능 최적화 검토
이준호, 정 준, 손재우(성동조선해양㈜)

제7발표장 [400]

좌장 : 이동곤(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차세대 신개념 복합동력원 기술 개발
이재훈, 이경우, 노길태, 손석인((사)한국선급)

Worldwide용 PSV 특성 및 운용개념
김미 , 김성환, 인정강, 조성진((주)극동선박설계),김승찬(COENS)

Worldwide용 PSV 개념설계
조성진, 인정강, 김성환, 옥군도, 김미 , 배상권, 민정기, 
이창희((주)극동선박설계)

Natural Gas Hydrate Pallet 운송 탱크 컨테이너 구조설계
기민석, 강희진, 이동곤(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천연가스 수송 방식의 경제성 분석
김철호, 예병희, 김동언(STX조선해양㈜)

좌장 : 조용진(동의대학교)

잠수함 개념설계를 위한 MBSE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김미희, 신성철, 김수 , 배정훈, 정보 , 김병목(부산대학교), 
안진우(국방과학연구소)

생존성을 고려한 함정 공간배치 방법에 관한 연구
신정학, 황인혁, 김 민, 이동건, 신종계(서울대학교)

함정 적외선신호 민감도 해석을 통한 기상변수 도출에 관한 연구
정호석, 한송이, 강태 , 조용진(동의대학교)

PO/GO법을 이용한 RCS 예측 모델 개발 및 후처리
이근화, 추 민, 성우제(서울대학교)

특수선용 무기 이송 엘리베이터 방폭설계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김대용, 김성윤, 이두용, 김정환, 김성준((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A3,B3
10:50-12:30  제7발표장[400]

A3
09:00-10:40  제7발표장[400]

A1
09:00-10:00  제6발표장[삼다홀A]

A1,A2,A3
15:20-16:40  제5발표장[203]

A2,C1
09:00-10:40  제5발표장[203]

A3,B1
15:20-17:00  제4발표장[202B]



좌장 : 송명재(대우조선해양㈜)

Topside 및 수심 3000m 해양플랜트용 해저제어모듈 기술 분석
전창수, 함봉수, 유병준, 강나리, 현장환((주)칸), 문형순, 
고성훈(현대중공업㈜)

MBSE(Model Based Systems Engineering) 기법을 이용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개념 설계 방법 연구

박정훈, 신현경(울산대학교), 하솔, 노명일(서울대학교)

서브시 트리 튜빙 행어의 구조 신뢰성 해석
김현진, 양 순, 김성희(서울대학교)

위치유지 성능 극대화를 위한 Azimuth Thruster 설계변수 최적화 방법
연구

최진우, 김세원, 송명재(대우조선해양(주))

좌장 : 신성철(부산대학교)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배치 모델 연구
정세용, 신현경(울산대학교), 구남국, 노명일(서울대학교)

해양플랜트 Topside 모듈에 대한 정량적 구획배치 평가에 관한 연구
김재혁김재혁, 신성철, 김수 , 박병철, 정현욱(부산대학교)

화재 향을 고려한 해양플랜트 Topside 공정장비의 배치 최적화에
대한 연구

김재혁, 신성철, 김수 (부산대학교)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모델 연구
서성호, 신현경(울산대학교), 구남국, 노명일(서울대학교)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모델 연구

엄태섭, 신현경(울산대학교), 하솔, 노명일(서울대학교)

제8발표장 [401A]

좌장 : 오정근(군산대학교)

강체 입수문제의 CFD해석에서 물체 관성효과
고광수, 안형택(울산대학교)

선박의 트림자세가 저항 성능에 미치는 향
박동우, 이상봉, 정성섭, 서흥원(현대중공업㈜), 권재웅, 전제형(씨디어탭코)

우리나라 여객선의 저항저감을 위한 선수벌브 설계에 관한 기초 연구
유진원, 이 길, 박 호(인하대학교)

실선의 반류분포 추정에 관한 기초연구
강봉한강봉한, 이 길, 하윤진(인하대학교)

단파장 규칙파 중 KCS의 부가저항 추정
정광열, 이 길(인하대학교)

좌장 : 김문찬(부산대학교)

연료 절감을 위한 비틀림 타
최정은, 김정훈, 최봉준, 정석호(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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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을 이용한 무인선 기본선형의 저항 및 운동성능 평가
서정화, 임태구, 박성택, 이신형(서울대학교)

Resistance and Seakeeping test of unmanned vessel by model test
Jeonghwa Seo, Taegu Lim, Seongtaek Park, Shinhyung Rhee (Seoul national universtiy)

요 약

In this study, two hull forms of unmanned ship is tested in towing tank and various appendages, such as trim tabs 
and wedge are also tested. Since the unmanned vessel is expected to work in high Froude’s number conditions and 
harsh sea condition, the model test was executed with high-speed towing carriage and wave maker in the towing tank.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to identify the effect of appendages on the seakeeping and resistance 
performance.

Keywords : High speed vessel(고속선), Appendage(부가물), Model Test(모형 시험) 

1. 서 론
고속선의 설계는 한정된 배수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저항

성능 뿐만 아니라 자세, 내항 성능 등을 함께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모형 시험 기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서울대
학교 예인수조에서는 와이어-드럼 구동 방식의 고속 예인전차를 
개발하여 적용한 바 있다. (Kim,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중인 다목적 지능
형 무인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무인선 개발 선형의 저항성능과 
운동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대상 선형은 
본 과제의 1차년도 기간에 비교된 세 가지의 선형에 대한 실험 
결과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2. 실험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의 고속예인전차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인선 모형의 정속 주행 중 저항 및 자세, 그리고 파
랑 중 내항 성능을 계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길험
이 수행된 서울대학교 예인수조 시설은 길이 110m, 폭 8m, 깊이 
3.5m이며 여기에 사용된 고속 예인전차 시스템은 최고 속도 
10m/s로 모형선을 예인할 수 있다. Fig. 1은 예인수조와 고속 예
인전차의 개략적인 배치 구조이다.

Fig. 1 Desig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모형선의 저항과 자세를 계측하기 위해 최대 200N을 계측할 

수 있는 동력계를 설치하였으며 피치와 리프트를 포텐셜 미터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동력계가 부착된 예인봉의 질량은 3.1kg
이다. Fig. 2는 설치된 계측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조이다.

Fig. 2 Design of the measurement system
실험에 사용된 선형은 두 가지로 1차년도 연구의 기본 선형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의 개량 선형을 개발하여 그 성능
을 평가하였다. 특히 두 번째 개량 선형은 실선에 적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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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가물을 적용하여 저항성능과 운동 성능에서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모형선의 스케일은 1/6.5이며 저항 시험의 경우는 
실선 속도 기준 5knots에서 45knots까지 5knots 간격으로 수행
하였으며 프루드 수 기준으로는 0.30에서 2.71까지이다. 내항 
시험의 경우는 20knots 조건에서 수선간 거리 기준으로 1.0L에
서 6.0L까지의 파장에 대해 0.5L 간격으로 대해 실험을 수행하
였다. Table 1은 두 모형선의 치수이며 Fig. 3은 두 모형선의 사
진이며 Fig. 4는 두 모형선의 선미 형상이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model ship
Item Full Scale Model
Lwl 1.149m 1.149m

Beam 2.00m 0.308m
Draft 0.457m 0.070m

VCG from B.L. 0.880m 0.135m
Mass 2650kg 9.650kg

Fig. 3 Test models (top: 1st model, bottom: 2nd model)

Fig. 4 Sterns of test models
두 번째 개량 선형에 적용된 부가물은 두 가지로, 선미의 워터

젯 유입구 부분의 쐐기형상, 각도 0도에서 10도까지의 트림탭이
다. 트림탭의 크기는 코드 35mm, 스팬 70mm 이며 선저에서 연
장되는 형식으로 그 각도는 선저 면 기준을 0도로 하였을 때 수
면 아래쪽으로 10도까지 2.5도의 간격으로 제작되었다. 0도, 5

도, 10도에 대해서는 저항 및 내항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2.5도, 
7.5도에 대해서는 저항 시험만을 수행하였다. Fig. 5는 트림탭의 
설치 모습이다. 

Fig. 5 Trim tabs
실험 결과 계측된 저항 값은 수면에 평행한 방향의 저항 성분

만이 계측되었기 때문에 모형의 피치 각도를 고려하여 모형선의 
추력 방향의 저항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내항 시험 결과는 파랑
조건에 대해 무차원화 된 값으로 나타내었다. (ITTC, 2008)

3. 실험 결과
기본 선형은 특별한 부가물 없이 저항 성능과 내항 성능에 대

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1차년도의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6은 1차년도에 실험한 선형과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개량선형의 저항 시험 결과이며 FIg. 7은 동일 대상에 대
한 내항시험 결과이다. 

저항 시험 결과 기준 선형과 개량 선형의 저항 성능은 크게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항 성능에서 2차년도의 선
형이 크게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3.1 부가물 장착 (선저부 쐐기)
2차 선형에서 선저부 쐐기의 탈부착 유무에 대한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해 저항시험과 내항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Fig. 8과 Fig. 9에 나타내었다. 저항 시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쐐기형상의 탈부착에 따른 선저
부 형상 변화가 저항시험과 같이 정상상태를 가정할 수 있는 유
동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항 성능 시험
에서는 선체의 운동으로 인한 유동장 변화에 선저의 쐐기가 악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부가물 장착 (트림탭)
2차 선형에서 선저부 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트림탭을 

장착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Fig. 10, Fig. 11에 나
타내었다. 트림탭은 선저부를 지나는 유동에 대해 선미를 연장하
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항에서 불리하지만 자세나 내항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저항시험 결과 트림탭 각도 
0도의 경우에는 기준 시험 결과인 나선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림탭의 각도가 커짐에 따라 20노트 조건 
이상의 속도 영역에서 저항이 증가하고 반대로 리프트와 트림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항 시험 결과에서는 저항시험과 반
대로 트림탭의 각도가 증가할수록 피치는 줄어들지만 리프트는 



나선과 트림탭 각도 5도의 경우가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트림탭 
각도 0도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이는 앞서 선저부 쐐기의 경
우와 같이 선저의 유동이 내항성능 시험에서는 저항과 다른 양상
으로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인선의 선형과 각종 부가물의 장착에 따른 

성능 변화를 모형시험을 퉁해 평가하였다.  
1차년도의 연구에 비해 개선된 선형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

한 만큼 저항시험과 내항 시험에서 개선된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내항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저부 형상에 따른 성능 평가를 통해 선저의 유동 변
화가 내항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트림탭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최적의 무인선 선형 설계와 부가물 장착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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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istance test results of bare hulls



 

Fig. 7 Sea keeping test results of bare hulls

Fig. 8 Resistance test results of 2nd model with wedge



Fig. 9 Sea keeping test results of 2nd model with wedge

Fig. 10 Resistance test results of 2nd model with trim tabs



Fig. 11 Sea keeping results of 2nd model with trim tabs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무인선 기본선형의 
저항성능 추정 및 유동해석

이희범, 김동환, 이신형 (서울대학교)

Abstract

CFD method is used to predict drag and lift of unmanned floating vessel equiped with planing hull. The preliminary 
CFD results for prismatic body were compared with EFD and Savistky's formular to validate the current CFD method. 
The validated method was applied to unmanned ship for model scale and results were also compared with EFD 
provided from SNU towing tank. The utilized CFD method showed very good agreement for lift while drag was 
underestimated. It is found that current method can predict 'whisker-spray' well. 

Keywords : Planing hull (활주선), CFD (전산유체역학), Unmanned vessel (무인선) 

1. 서 론
고속 활주선은 항주 시 양력에 의하여 선체가 살짝 뜨게 되는

데 이 때 침수 표면적이 줄어들어 조파저항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선체의 저항성능 추정에 있어 일반적인 배수량형 
선박과는 다른 기법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활주면의 유체동
역학적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는 Baker, Sottorf 등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Shoemaker, Sambraus, Sedov, Locker 등이 이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활주면의 자세 및 형상에 
따른 유체동역학적 실험값들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Savitsky는 활주면의 항력 및 양력등을 추정할 수 있는 경험식에 
관하여 연구 및 정립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식들은 극심한 
deadrise 각과 buttock 들의 변화가 극심한 선수 부근의 침수 조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통하여 고속 활주선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Garo et al. 2012, O'Shea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이용하여 고속 활주선형
을 단순화시킨 주상체 주위의 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Savitsky의 근사식 및 Brown의 실험 등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고속 활주선형을 가지는 무인선에 확장 적용하여 그 결과를 
실험과 비교 하여 수치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지배 방정식 및 수치 기법
비압축성 유동을 가정하였을 때 그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

과 운동량 방정식이며 적분 형태로 표현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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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밀도, 은 경계면 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방향
의 법선벡터, 는 유체의 속도를 의미한다. 는 유체의 점성계
수이며 는 절대압력에서 정수압을 뺀 동압을 의미한다. σ와 κ
는 각각 표면장력계수와 자유수면의 곡률을 의미하고 α는 체적분
율을 의미하는데 0 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난류 효과를 모
델링 하기 위하여 식 (2)를 레이놀즈(Reynolds) 평균내면 점성계
수와 압력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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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μ는 two equation 난류 모델 중 하나인 realizable k-
ε 난류 모델로부터 구해진다. 자유수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VOF 
(volume of fluid) 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때 체적분율 α는 검사체
적내에 있는 액상 및 기상의 체적 비율을 의미한다. 자유수면의 
경계면은 0 < α < 1 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움직임은 식 (5)와 
같이 VOF 이송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 ≤  (5)

여기서 자유수면의 움직임은 시간 및 속도장에만 의존하며 수
치 확산이 발생하게 된다. 경계면에서 수치 확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CICSAM (compressive interface capturing scheme 
for arbitrary meshes) 기법 [Ubink, 1997] 을 적용 하였다. 시간
항은 1차 정도를 가지는 내재적 Euler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류
항과 확산항은 각각 2차 정도를 가지는 상류차분법과 중심차분
법을 사용하였다. 

유동 해석에 사용된 해석자는 자유수면 유동을 해석할 수 있
는 SNUFOAM을 사용하였으며 SNUFOAM은 오픈소스 CFD 라이
브러리인 OpenFOAM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3. 주상체 주위의 유동 해석
고속 활주선은 항주 시 중량의 상당 부분이 부력 보다는 양력

에 의하여 받쳐지며 선체가 부상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수량이 감
소하게 된다. 이 때 조파저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
한 일련의 현상은 매우 복잡한 물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수치 기
법이 이러한 물리적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
다. 주상체 형상은 V형 활주선형을 단순화 시킨 모델로 양력과 
항력, 모멘트를 Savitsky의 근사식이나 Brown의 실험 등을 통하
여 비교할 수 있다.

주상체의 형상은 Fig. 1과 같이 삼각기둥 형상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무차원화 하는 특성 길이로는 주상체의 폭을 사용하
는데 이는 주상체의 침수면적이 변해도 폭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
다.

Fig. 1 Notation of prismatic body

  계산 조건에 따라서 주상체의 형상과 자세를 결정하는 파라
미터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은 파라메
터를 사용해서 주상체의 형상 및 자세를 정의하였다.

Table 1. Parameters of prismatic body
Case τ(deg) β(deg) λ Fn2

1 4 10 3 30
2 2 10 3 30
3 6 10 3 30
4 4 10 2 30
5 4 10 4 30
6 4 10 3 20
7 4 10 3 40

여기서 주상체의 폭 B는 0.2286m이며 주상체의 전체 길이 L
은 1.28m 이다. 계산 영역의 크기는 -8.5L< x < 3.0L, 0 < y < 
2.0L, -L < z < 0.15L을 가지며 주상체가 대칭 형상이기 때문에 
대칭조건을 설정하여 반폭만 계산 하였다.

Fig. 2 Boundary condition (top) and mesh (bottom)

유입면은 Dirichilet 형태의 경계 조건을 주었으며 유출면에는 
Neumann 형태의 경계조건을 설정 하였다. 바닥면은 매끄러운 
벽면 조건을 사용 하였다. 격자는 150만 개 전도의 hexahedral 
셀을 사용하였다.



Fig. 3 Comparison of lift coefficient

주상체에 작용하는 양력은 Fig. 3과 같이 밀도와 너비의 세제
곱으로 무차원화 시켜 나타나 있으며 Savitsky의 추정식 및 
Brown의 실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상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면 양력이 항력보다 약 5배 이상 
큰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배수량형 선박에 작용하는 힘과는 완
전히 다른 힘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산 결과 역시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양력의 크기는 주상체의 트림각과 침수길이, 그
리고 Froude 수의 제곱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상체에 작용하는 항력 역시 Fig. 4와 같이 무차원화 시켜 나
타낼 수 있다. 계산된 결과는 Savitsky의 추정식 및 Brown의 실
험값보다는 약간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향은 대체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항력의 경우, 점성 저항이 
매우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파가 선체에 닿아 부서지는 스
프레이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력의 경우 트림각과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침수길이 및 Froude 수의 제곱에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Fig. 4 Comparison of drag coefficient

모멘트를 비교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나 있으며 모멘트의 중
심점은 주상체 맨 뒤쪽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모멘트의 경
우 양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치계산 결과가 근사식
이나 실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
멘트는 주상체의 트림각 및 Froude 수의 제곱에 선형적으로 비
례하는 모습을 보이며 침수길이와는 비선형적으로 비례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Fig. 5 Comparison of moment coefficient

주상체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는 Fig. 6에서와 같이 나타
낼 수 있으며 물이 주상체와 접하는 부근에서 매우 큰 압력이 가
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림각이 작아질수록, 그리고 Froude 
수가 클수록 압력 분포의 형상은 보다 날카로운 형상을 보인다.

침수길이의 증가는 압력 분포 형상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주
상체 주위로 만들어 지는 파형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적용된 수치 기법이 주상
체에 작용하는 양항력 및 모멘트를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실제 활주선 선형을 가진 무인선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다.

Fig. 6 Pressure coefficient of prismatic body (top to 
bottom: case 1 - 7)



4. 무인선 기본선형 주위의 유동 해석
본 연구에서 계산 할 무인선의 기본 선형은 V형 선저를 가지

는 고속 활주선형으로 1/6.5 스케일의 모형선을 대상으로 수행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제원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pecification of unmanned vessel
제원 실선 모형선

LOA (m) 7.800 1.200
LWM (m) 7.467 1.149

Breadth (m) 2.000 0.308
Draft (m) 0.457 0.070
Mass (kg) 2,650 9.650

LCG (m) from St. 7.5 -1.392 -0.214
LCG (m) froem St. 5 -0.142 -0.022
VCG (m) from B. L. 0.880 0.135

GM (m) 0.489 0.075
Kzz (m) / % pf LOA 1.937/24.8 0.298/24.8

계산에 사용될 무인선의 자세 및 운항 조건은 서울대학교 고
속예인수조에서 모형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따랐으며 그 중 두 가
지 케이스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다. Case 1과 2는 실선속
도 15, 30 노트에 대응되며 자세한 조건은 Table 3에 정리 하였
다.

Table 3. Model test condition and results
Case 모형속도

 (m/s)
CG 부상량

 (mm)
선미트림각

 (deg)
1 3.03 13.4 4.4
2 6.05 45.2 3.8

Table 3에서 언급 된 모형선의 속도 및 자세는 모형선이 등속
으로 항주하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유체동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
는 자세이다. 

       (6)

여기서 는 부력이며 는 양력, 은 모형선의 중량이
다. 수치 계산의 경우 자세를 고정하기 때문에 실험과는 달리 중
량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수치 계산에서의 양력값은 중
량에 해당하는 값만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보정 해 주어
야만 한다.

계산 영역의 크기는 Fig.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L < x < 
3L, 0 < y < 0.5L, -0.25L < z < 0.25L 로 설정하였다. 유입면
의 경계조건은 Dirichilet 경계 조건을 주었으며 유출면의 경계조
건으로는 Neumann 경계 조건을 사용하였다. 모형선은 대칭형상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칭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반폭만 계산 하
였다. 

Fig. 7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

계산 격자는 Fig. 8과 같이 140만개의 hexahedral 셀을 사용
하여 구성하였으며 자유수면 근처에 격자의 밀도를 높게 하였다.

Fig. 8 Grid of model ship

모형선의 선저에 작용하는 압력은 Fig. 9와 같이 분포하고 있
으며 선수 부근에서 V자 형태로 큰 압력이 걸림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모형선의 경우 선수가 주상체와 달리 매우 날카롭기 때
문에 압력의 집중이 용골선 (keel line)이 아닌 선측으로 약간 벌
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상체 바닥면의 압력 분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선속이 빠를수록 양력의 영향이 커서 선체의 부상량은 
증가하며 선미 트림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압력의 집
중은 선속이 증가함에 따라 선수부에서 선측부로 퍼져나가며 최
대 압력은 선속이 빠를수록 감소하게 된다.



Fig. 9 Pressure contours of model ship (top: case 1, 
bottom: case 2)

Fig. 10 Pressure contours of model ship (top: case 1, 
bottom: case 2)

선수부에서는 물이 선체 표면을 타고 올라오면서 깨지는 스프
레이 현상이 Fig. 10과 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압력이 클수록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프레이 현상과 관련한 연구들 
에서는 스프레이가 두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
어 있으며 whisker spray는 spray root line으로부터, spray 
blister는 spray root line과 chine의 교점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알
려져 있다[Hirano et al. 1990]. Fig. 10의 경우 whisker spray를 
잘 잡아내고 있음을 보여주며 선박의 저항 관점에서 보았을 
whisker spray만 영향을 미칠 뿐 spray blister는 저항에 거의 영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VOF 기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Free-surface profile around the model ship (top: 
case 1, bottom: case 2)

모형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유수면의 형상은 Fig. 11과 같이 
나타나는데 선속이 느릴수록 선체가 물에 많이 잠기기 때문에 선
체 후류에서 유동의 교란이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선속이 
상대적으로 느린 case 1의 경우에는 선미에서 자유수면의 높이
가 가장 작게 관찰되다가 선체 길이의 1/3 뒤쪽 지점에서부터 자
유수면의 높이가 다시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 선속이 
빨라서 선미트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수면의 높
이가 다시 커지는 지점이 지연된다. 모형선에 걸리는 양력과 항
력은 Table 4와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4. Lift and drag of the model ship
Lift (kgf) Drag (kgf)

CFD EFD CFD EFD
Case1 -0.38 0.0 1.46 1.64
Case2 -0.10 0.0 1.61 2.16

양력의 경우 CFD가 EDF에 비해서 조금 낮은 양력값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EFD와의 오차는 약 4% 이내로 
추정된다. 항력의 경우는 CFD가 EFD보다 낮은 값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것은 주상체의 항력 추정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오차들은 CFD의 경우 자세가 고정된 상태에서 변하
지 않기 때문에 EFD와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고속의 경우 실험
에서의 진동 문제가 크게 발생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 활주선형을 가진 무인선 모델의 양력과 

항력을 수치 기법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수치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상체에 대한 계산을 우선 수행하였으며 이를 
근사식 및 실험값과 비교 하였다. 검증된 수치 기법을 무인선 모
델에 대하여 적용하여 무인선 모델의 양력 및 항력값을 추정할 
수 있었다. 

적용된 수치 기법은 양력의 경우 매우 잘 추정하였으며 항력
의 경우 약간 작은 값을 추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whisker spray를 잘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정도 높은 항력값 예측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
며 heave와 pitch 운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2자유도 운동 해석 
기법을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논문은 국토해양부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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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선 실선 시험선 건조 및 자유항주 조종성능 평가
손남선(한국해양과기원), 김동진(한국해양과기원), 김선영(한국해양과기원)

Free running tests for sea trials of unmanned surface vehicle
Namsun Son(KIOST), Dongjin Kim(KIOST), Sunyoung Kim(KIOST)

요 약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인선을 설계하였고, 설계된 무인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축척비 1:1의 실
선 시험선을 건조하였다. 본 시험선에는 315마력의 디젤엔진과 워터젯이 장착되었고, 자유항주 시험을 위한 센서와 계측시스템
이 설치된다. 실해역 시운전 시험시 정밀한 측위를 위한 RTK-DGPS와 3축 각도와 각속도 및 가속도를 계측하기 위한 자이로를 
장착한다. 특히, 시험선의 성능을 해석하기 위하여, 워터젯 추진축에 인가되는 토크와 쓰러스트를 계측하고 워터젯 노즐내에 압
력센서를 장착하였다. 압력센서를 통해 추정한 유속과 실제 유속의 차이는 볼라드 풀 시험 결과를 통하여 보정하였다. 또한, 노즐
각 제어에 사용되는 축에 걸리는 힘을 계측하기 위한 로드셀을 장착하고 노즐 분사각을 변경할 경우의 선회력을 계측하였다. 무
인선의 실해역 시험은 속력시험과 조종시험이 있으며, 조종시험으로는 선회시험과 지그재그 시험을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
인선 시험선의 설계결과 및 실해역 시험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Keywords : Unmanned Surface Vehicle(무인수상선), Planing boat (활주선), Free running test (자유항주시험), Sea trial(시운전), 
Maneuvering test(조종시험)

Item Dimension
Length 7.5m
Breadth 2.0m
Draft 0.472m
Displacement 2.6 ton
Deadrise 22 deg
Max.speed 45 knots
Propulsionsystem Waterjet(1EA) w/ diesel EG(Yanmar 315HP)

Table 1 Main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unmanned 
surface vehicle (AUSV) of MOERI/KIOST

1. 서 론
무인선(Unmanned Surface Vehicle)은 일반적으로 악천후에

서 유인선박의 임무를 대체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 혹은 자
율적으로 통제되는 소형선박으로서, 길이 1.5미터부터 15미터 
이하의 선박을 의미한다(Moire, 2003). 기존에 한국해양과학기술
원(구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소형무인탐사선 핵심기술개발과제
와 민군겸용과제를 추진하여, 원격선박통제기술을 개발한 바 있
다(Son et al., 2004, Son and Yoon, 2009). 2011년부터 5년간 
국토해양부의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진행중인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과제에서는 Seastate4(유의
파고 2.5미터)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고속도 45노트를 갖는 
무인선을 개발한다. 지난 1차년도에는 개념설계를 수행하여 주요
제원 및 개념선형을 설계하고 추진기를 선정하였다. 2차년도에는 
무인선 개념선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축척비 1:1의 시험
선 실선을 제작하고 실해역 조종시운전 시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 시험선으로서 건조된 활주선 형태의 
개념선형과 추진기 등 주요특징을 살펴보고, 실해역 조종시험을 
위한 방안 및 그 성능해석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자유항주
시험을 위해 탑재되는 각종 센서 및 계측시스템의 특징과 조종성
능 해석을 위해 장착된 토크센서, 쓰러스트 센서, 압력센서 및 
로드셀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2. 무인선 시험선
개념설계를 통하여,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 7.5m, 

배수량 2.6톤의 무인선 시험선형을 도출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5마력의 디젤엔진(Yanmar)과 워터젯 1기가 장착되
어 있다. 본 무인선 시험선은 현행법상 해상에서 무인운항이 불
법인 점을 고려하고, 실해역 시운전시 탑재장비의 운용상의 편의
을 위하여 유인운항이 가능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석이 설
치된다. 마스트 하단에 조타기와 엔진레버가 있으나, 원격운항 
혹은 자율운항시에는 탑재된 운용PC로부터 명령을 받아 작동되
며 해당 유인장비는 운용하지 않는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Test type Contents Remarks

Speed test 4 loads of E/G
(25%,50%,75%,100%) -

Turning test ±30° 20kts
Zig-zag test ±10°/10°, ±20°/20° 20kts

Table 2 Scenarios for sea trials of AUSV

Sensor Measurements

RTK-DGPS Position(latitude,longitude),
COG(deg), SOG(kts)

AHRS
Yaw, Yawrate, Roll, 
Roll rate, Pitch, Pitch rate,
Acceleration(X,Y,Z)

EO camera For recording of video clips

Table 3 Main sensors for free running test on AUSV

Fig.1 Conceptual design of AUSV

이상에서 설계된 무인선 시험선형은 FRP재로 조선소에서 건
조하였고, Fig.2는 건조중인 무인선 시험선을 보여준다. 다만 본 
시험선은 무인선체의 성능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개념선형에서 
포함한 멀티빔 소나, ADCP, CTD 등의 해양조사 센서는 제외하
였다. 

Fig.2 Under construction of AUSV
 

3. 무인선의 실해역 자유항주 시험
3.1 무인선 실해역 시험 시나리오

무인선 시험선은 성능검증을 위하여, 아래 Table 2에 보는 바
와 같이, 속력시험과 조종시험이 수행된다. 또한 사전에 추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Bollard pull 시험을 수행한다. 

3.2 주요 탑재 센서
무인선 시험선에는 Table 3에 보는 바와 같이 자유항주 조종

시험을 위한 각종 센서가 설치된다. 여기에는 정밀 측위센서
(RTK-DGPS) 및 자세와 가속도를 계측하기 위한 3축 자이로가 
포함되어 있다.

3.2 자유항주 계측 및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무인선의 실해역 자유항주 시험시 각종 센서의 데이터 계측과 

육상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성은 Fig. 3과 같다. 무인선 
시험선에는 서버가 설치되고, 측위센서 및 자세센서는 시리얼포
트로부터 데이터를 계측하고, 각종 성능 해석과 관련한 센서는 
AD 변환기를 통해 데이터를 계측한다. 육상에는 관제차량이 통
제소로 사용되며 무인선 시험선과 무선데이터링크로 연결된 클
라이언트 PC가 설치된다. 여기에는 전자해도 기반의 관제프로그
램이 설치되며 원격으로 실시간 시험선내 센서데이터를 모니터
링할 수 있다. 

Table 3 Configuration of data acquisition and remote 
monitoring



4. 무인선의 실해역 성능해석
4.1 시험선 성능해석을 위한 계측센서

시험선의 저항 성능을 추정하고, 특히 워터젯 성능 및 추진 효
율을 파악하기 위해 워터젯 추진시스템 각 부분에 Fig. 4과 같이 
각종 센서를 장착하였다. 임펠러에 전달되는 추력과 토크를 계측
하기 위해 엔진과 워터젯 연결축 중간에 추력 및 토크센서를 장
착하였다. 선회 시 워터젯 노즐의 회전각에 따른 선회력을 계측
하기 위해 노즐을 고정하는 좌우 힌지부에 각각 X-Y 2분력 센서
를 장착하였다. 그리고 노즐 출구에 압력센서 1과 압력센서 2를 
장착하여 출류에 의해 노즐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계
측하였다. 두 압력센서가 장착되는 부위의 횡단면적이 다를 경우 
유속 차에 의한 압력 차이가 발생하며, 계측된 압력 값을 이용하
여 노즐 끝에서 분사되는 유속을 추정할 수 있다.

Fig. 4 Sensors on the propulsion system of USV

Fig. 5 Tensile sensor for bollard pull tests of USV

Fig. 5와 같이 대상선을 로프로 부두에 연결하고 로프 중간에 
인장센서를 장착하여 볼라드 풀 시험을 수행하였다. 볼라드 풀 
시험 시 실제 전진 시의 워터젯 가동 상태를 재현하려면 워터젯 
노즐이 수면 위로 노출되어야 하므로, 강제로 선수 트림을 가하
였다. 전진 속도가 없으므로 워터젯에 유입되는 유속이 0이고, 
이 때 인장센서에서 계측되는 추력을 이용하여 실제 노즐에서 분
사되는 유속을 추정하게 된다. 

4.2 시험선 성능해석 방안
볼라드 풀 시험으로 노즐 분사류의 유속 및 추력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호 을 볼라드 풀에서 계측된 추력, 를 실제 시운전 

시 추력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는 워터젯 내부의 횡단면적, 
는 압력,  는 추정유속, 는 실제유속이다. 그리고 아래첨자 
0은 워터젯 유입구, 1은 압력센서 1이 부착된 노즐부 안쪽 위치, 
2는 압력센서 2가 부착된 노즐부 가장 뒤쪽을 각각 의미한다. 이 
때 압력센서 1과 2 위치에서 정압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할 때 식 
(1)과 (2)를 각각 만족한다. 식 (1)과 (2)에 의해 압력센서 2 위
치, 즉 노즐 분사류의 유속 

는 식 (3)과 같이 추정된다.


  

 (1)
  

  
 (2)


 



 

 

    (3)

볼라드 풀 시험 시 인장센서로 계측되는 추력 은 식 (4)와 
같이 수식화 할 수 있다. 단, 정지 상태이므로 유입속도 는 0
이다. 따라서 식 (5)와 같이 전개된다.

      (4)
    (5)

엔진 회전수를 변경하면서 식 (3)과 식 (5), 즉 추정유속과 실
제유속을 얻을 수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실제 시운
전에서는 노즐부 압력센서만으로 실제 노즐 분사류 유속 를 
예측하여 식 (6)과 같이 워터젯 추력을 계산한다. 단, 전진 시 속
도인 을 워터젯 유입속도로 가정한다.

      (6)

한편 임펠러 축의 토크센서에서 계측되는 토크 와 엔진 회
전수 을 통해 식 (7)과 같이 준추진효율을 계산한다. 그리고 임
펠러 축의 추력센서에서 계측되는 추력 를 이용하여 
    로부터 추력계수를 얻은 후, 식 (8)을 통해 
펌프효율을 얻을 수 있다. 단, 는 임펠러의 전진비이다. 

 

 · (7)

  




 (8)

최종적으로 식 (9)와 같이 준추진효율은 펌프효율과 제트효율
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제트효율을 구할 수 있다.

  · (9)



5. 결 론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로 사용할 무인선에 관한 개념설계가 수

행되었고, 1:1 축척을 갖는 시험선을 건조하여 자유항주 조종시
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정밀측위센서와 자세센서 등을 포함하
여 자유항주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워터젯의 성능해석을 위한 시
험방안을 수립하였다. 2013년 5월 중순에 시험선이 건조될 예정
이며, 2013년 6월까지 해상 및 내수면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유항주 조종시험으로는 속력시험과 선회시험, 그리고 지그재그 
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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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무인수상정의 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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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of Military Unmanned Surface Vehicle
Joong-Lak Choi(Agency for Defence Development) 

요 약

This paper suggests the trend of USV(Uunmanned Surface Vehicle) abroad and analyzes the various kind of mission for 
USV. Finally, it proposes the simple  roadmap and strategic polic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SV. 

Keywords : USV(Unmanned Surface Vehicle :무인수상정) 

1. 서 론
오늘날 군사적으로 수중에서 가장 큰 해양위협은 기뢰와 잠수

함이다. 먼저 기뢰와 관련하여 미국은 걸프전 초기에 항만에 부
설된 기뢰로 인하여 상륙작전이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 
해군은 기뢰와 같은 연안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 
작전에 특화된 작전능력에 대한 개념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
나 21세기가 도래한 오늘날 까지도 대기뢰전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기뢰탐색 및 소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고 위험도 수반된다. 최근 기뢰에 대한 대항책
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유인함정 대신에 해양무인체계
(Maritime Unmanned System)를 이용하여 기뢰를 탐색하고, 소
해 및 무력화를 위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관련 무기체계를 개발 
및 운용하고 있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기뢰부설이나 어뢰와 유도탄을 발사하여 
공격할 수 있는 움직이는 플렛폼으로 21세기에 가장 큰 수중위
협일 것이다. 대양에서 연안으로 해양전장환경이 바뀌고, 잠수함
의 성능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대잠전 개념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다. 특히 천해지역에서 잠수함을 탐지/식별
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고비용의 장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엄청난 위협과 부담을 
주게 된다. 최근에 이러한 대잠전에도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해양
무인체계를 이용한 대잠전 개념을 꾸준히 발전시켜 관련 무인체
계를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상무인체계 중에 무인수상정(USV)에 
대한 국내·외 개발동향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미래 해양 전장 환경에서 왜 무인체
계가 필요한지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무인수상정이 수
행가능한 임무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무인수상정의 국외 개발
현황을, 제4장에서는 국내개발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끝으
로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무인체계 필요성 및 임무

2.1 무인체계 필요성
미래 해양 전장 환경에서 ‘해양무인체계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NCW(Net Centric Warfare)를 기반으로 하는 C4ISR 프
로세스 과정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C4ISR의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이 센서에 의한 정보수집, 통
신에 의한 정보전달, 플랫폼에서 접수된 정보의 종합․분석․의사결
정, 타격도구에 의한 전력투사, 센서에 의한 평가 및 확인 등 일
련의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행되어지고, 
전체적으로 반복적인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C4ISR 사이
클에서 무인체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당당할 수 있다.

 Fig.1 C4ISR process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첫째, 정보수집(collection) 및 평가․확인(evaluation and 
validation)을 위한 센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무인체계가 공중, 지
상, 해상, 수중에서 입체적인 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역할이다. 자율성을 갖는 무인체계는 통신한계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최대한 적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확장성을 갖는
다. 또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또는 지상 기지)과 불연속
적으로 협동작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협동작전은 거
부지역 또는 위험지역에 은밀히 침투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둘째, 무인체계가 플랫폼과 적 해역 종심에 배치된 센서 및 도
구 사이의 통신을 위한 중계(communication relay) 역할뿐만 아
니라 주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통신망 구성을 가
능하게 한다. 빠른 시간 내에 장기간 유연한 통신망을 구성함으
로써 적 종심 지역에 투입된 아군의 플랫폼(잠수함이나 특수부
대)이 적에게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잠수함이 수중에서 무인체계를 이용하거나 초수
평선(over-the-horizon)에 위치한 특수부대가 무인항공기를 이용
하여 통신 중계를 수행하면 잠수함이나 특수부대의 노출을 최대
한 줄일 수 있다. 

셋째, 적 종심의 공격을 위한 투사 도구(shooter tools)의 역할
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무인체계에 무장을 탑재하여 공
중, 지상, 해상, 수중에 배치하여 공격 플랫폼으로서 전력을 투사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 전장 환경은 혁신적으로 변화
될 수 있다.

따라서 NCW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무기체계는 무인체계를 
배제하고는 구현이 불가능하며, 결국 유인체계는 네트워크로 연
결된 무인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먼저 보고(see first), 먼저 결
심하고(understand first), 먼저 타격(act first)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2.2 무인수상정 체계의 임무
무인수상정이 군사적으로 수행 가능한 주요 임무는 그림3과 

같이 대기뢰전, 대잠전, 해양경비, 대함전, 특수작전지원, 전자전 
및 해양차단작전지원 등 이 있다.

첫째로 대기뢰전은 USV에 소나센서(사이드 스켄 소나, 합성
개구소나 등)와 UUV를 탑재하여 기뢰 탐색, 식별 및 무력화하거
나 또는 자기/음향 감응기뢰 소해(sweeping)를 위한 장비를 탑재
하여 기뢰를 소해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대잠전은 USV에 잠수함 탐지 및 추적을 위하여 디핑
소나, 소형 예인배열소나 및 다중 상태 소나를 탑재하고, 공격을 
위하여 어뢰를 탑재하는 개념이다.

셋째로, 해양경비는 USV에 전략적/전술적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광학/전파탐지/방사능탐지 센서  및 레이더 등)를 탑재하고 
필요시 유도탄 및 기관포 등을 탑재하여 항만 및 연안을 정찰/감
시하는 개념이다.

넷째로, 대함전은 USV에 임무센서와 함께 포/어뢰/유도탄 등
의 무장을 탑재하여 항만이나 연안에서 적 함정에 대한 공격임무
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다섯째로, 특수작전지원은 테러와 같은 비대칭적인 위협에 대
처하기 위한 임무로 앞서 언급한 센서나 무장을 USV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개념이다.

여섯째, 전자전은 USV에 기만, 재밍을 위한 전자전 장비를 탑
재하여 대함유도탄 공격을 무력화하여 아함정을 보호하는 개념
이다.

일곱 번째, 해양차단작전지원은 USV에 정찰/감시 센서 등을 
탑재하여 해상에서 적의 물자공급선박이나 의심함정을 저지 및 
검색을 위하여 운용하는 개념이다.

Fig.2 US Navy's USV Master Plan(2007)

3. 해외 개발 현황
  1944년 상륙작전 시 연막(Smoke)전술을 위하여 캐나다가 

COMOX라는 USV를 최초 개발하였으나 사용되지 못했으며, 미해
군이 1954년도에 원격기뢰소해를 위한 USV를 개발하여 최초 운
용한 사례가 되었다. ‘60년대 이 후에는 사격훈련 표적선 등으로 
운용되었으나 그 이상의 USV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지 못
했다.

  그러나 2000년 10월 12일 미해군 Cole함정이 예멘 아덴항
에 유류수급차 정박 중 예인 선박으로 가장한 자폭테러 공격을 
받아 함정 손상과 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미해
군은 Owl USV를 긴급 함정에 탑재하고 SPARTAN 프로그램 개
발에 착수한 이래로 군사용 USV 개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
다. 

  현재 가장 선도적으로 USV를 개발 및 운용하고 있는 국가
는 미국이며, 최근 개발동향은 대기뢰전, 대잠전, 해양경비를 위
한 개발 및 운용개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미국
  다양한 종류의 USV를 개발 해 왔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USV Master Plan’[5]을 발표하였
다. 크기 분류는 소형의 X급, Harbor급(7m), Snortkel급(7m), 
Fleet급(11m)등으로 분류하고, 운용개념은 앞서 언급한 그림2와 
같다.

  Harbor급 Spartan Scout USV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ACTD프로그램으로 개발 완료하여 2008년도에 실전배치할 목적
으로 대기뢰전, 대잠수함전 및 정찰감시 등 임무모듈을 개발하였
으나 운용되는 못했고 대신에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USV체계를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Fig. 3 US Spartan Scout USV 
 

  2008년도부터 연안전투함(LCS : Littoral Combat Ship)에 
그림4와 같이 기뢰탐색을 위한 스노클급 반잠수형 RMS, 대잠전
을 위한 디핑소나 등을 갖춘 Fleet급 ASW USV, 기뢰소해를 위
한 Fleet급 UISS 등을 개발하여 각각 탑재하였다. 

 
Fig.4 US Navy's LCS 

  최근 미국DARPA는 연안에서 잠수함을 자율로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 개발을 위하여 ACTUV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Fig. 5 US DARPA's ACTUV

○ 기타 국가
 -영국 QinetiQ는 2003년도 이라크전에 MCM용으로 긴급 투

입하기 위하여 상용으로 운용되는 MIMIR를 기본한 USV를 2002
년도에 개발하였다.

Fig. 6  UK's MIMIR USV Fig.7 Fance's Sterenn Du

-프랑스 DGA는 획기적인 미래 대기뢰전을 위하여 길이 17m, 
폭 7.5m, 무게 25톤급의 유·무인 카타마란형 Sterenn Du USV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도에 전력화를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 ISE는 1985년도에 스노클급 반잠수형의 Dolphin을 
세계 최초 개발하여 미국, 프랑스 등에 기술이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USV는 파랑영향을 적게 받는 장점이 있어서 영국 등 여
러 국가에서도 개발되고 있다.

-이스라엘 Rafael사는 2003년도에 주야간 센서와 함안정화된 
자동기관총을 탑재하여 해양방어 및 항만방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Protector USV를 개발하여 싱가폴이 2005년도에 
해상경비용으로 채택하였고, 2006년도에는 BAE사/Lockheed 
Marin사와 공동협력으로 미해군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Fig.8  Canada's Dolphin
 

Fig.9 Israel's Protector
 
-일본 TRDI는 다양한 해상 및 수중작전을 위한 군사용 

USV/UUV(‘08-’13년,60억엔)개발 하였다.
-중국은 2006년도에 대함/대공 유도탄을 탑재한 6.7m급 

XG-2 USV를 개발하여 공개한 바 있다.

Fig.10 Japan's UUV/USV Fig.11 China's XG-2
-싱가포르는 이스라엘로부터 2005년도에 Protector를 도입하

여 운용해왔으며, 미국의 Spartan Scout USV 프로그램에도 참
여한 바 있다. ST-Electronics사는 이를 토대로 임무장비(디핑소
나, SAS)를 교체하여 대잠전 및 대기뢰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Venus USV를 2009년도에 공개하였다.  

Fig. 12  Singapore's VENUS USV

4. 국내 개발 현황 및 발전방향
4.1 국내 개발 현황



무인수상정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착수가 늦어진 이유는 민수 
및 국방 분야에서 구체적인 소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근 연안경비 및 대잠전 등의 운용개념으로 소요가 창출될 전망임
에 따라 국내에서도 무인수상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05년도에 국내 최초로 개발된 USV는 ‘천리안’으로 구KORDI
(현 KIOST)와 GMB사가 민군겸용과제로 ‘원격선박 통제제어기술 
개발‘('05-'09, 40억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되어 기술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3 ‘Chollian' USV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 
등의 운용개념으로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개발’(‘11-’15, 
200억원)사업을 KIOST가 개발 중에 있다. 

4.2 발전방향
국방 분야에서 USV운용개념은 디핑소나 또는 소노브이 운용, 

다중상태소나를 위한 음원 운용, 해상사격과 유도탄 발사 훈련을 
위한 해상 표적정, TASS(Towed Array Sonar System) 운용에 의
한 대잠전, 자기/음향감응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정, 유도탄
이나 기관포 등을 탑재하여 해상정찰 및 연안방어를 위한 경비정
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무인수상정은 우위에 있는 
민수 기술의 적용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군사용 무인수상정의 개발 로드맵은 국내 인프라와 군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술과 체계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Fig. 14  USV Roadmap

현 정부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국
정과제의 주요 추진계획에서 ‘창조형 R&D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
화’를 위하여 국방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무인·로봇
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계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방산수출 인프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 분야와 민수분야 부처 간 협력적 관계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 분야에서 정부주도 연구개발을 주관하
는 연구소와 산학연의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5. 결 론
해외 군사용 무인수상정의 개발 현황과 발전추세를 살펴보았

고, 적용 가능한 USV임무를 분석하였다. 특히 해양에서 가장 큰 
위협은 기뢰와 잠수함이므로 이에 대한 대항책으로 미국 및 선진
강국들은 다양한 운용목적 함께 대잠전 및 대기뢰전용 USV 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USV 개발은 미미하나 이는 소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으로 파악되며, 관련 소요 기술은 조선산업과 IT 기술과 함께 이
미 성숙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무인·
로봇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에 따른 향후 USV의 발전방
향을 간략히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산·학·연·군 간에 적극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소요군은 임무에 따른 운용개념의 조기 정
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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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보트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무인선의 다중선박 충돌회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손남선(한국해양과기원), 윤근항(한국해양과기원), 박병재(한국해양과기원)

Field test on the collision avoidance system of unmanned surface 
vehicle in multiple ships' colliding situation

Namsun Son(KIOST), Kunhang Yun(KIOST), Byungjae Park(KIOST)
요 약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를 위한 무인선을 개발함에 있어, 해안선과 이동하는 타선박 등의 장애물과의 충돌을 자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가변행동공간탐색을 이용한 충돌회피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트보트를 이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무인선의 자동운항을 위한 자선운항정보 획득을 위해 정밀측위센
서(RTK-DGPS) 및 자이로를 이용하였고, 이동하는 타선의 정보는 AIS수신기로부터 획득하였다. 충돌회피경로를 산출함에 있어, 
행동공간상의 충돌위험도를 계산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 경유점추종제어를 이용하여 최적회피경로를 자동추종하고, 충돌위험이 
사라지면 원경로로 복귀한다. 본 무인선의 충돌회피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제트보트를 이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고
무보트와 제트스키 등의 타선박을 대상으로 내수면에서 충돌회피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 충돌회피 시스템의 주
요 특징과 제트보트를 이용한 충돌회피시험 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Keywords : Unmanned Surface Vehicle(무인수상선), Autonomous Navigation(자율운항), Changeable Action Space(가변행동공간), Collision 
Avoidance(충돌회피), Collision Risk(충돌위험도)

1. 서 론
무인선(Unmanned Surface Vehicle, USV)는 통상 길이 1.5미

터이상 15미터이하로서, 원격 혹은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소형선
박을 의미한다. 무인선은 초기에 군용으로 많이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Spartan 프로젝트이다(Moire,2003). 

무인선은 사람이 타지 않고 운용되는 선박으로서, 통신이 두
절될 경우 기지 혹은 모함으로 복귀하거나, 자율적으로 통제되기 
위하여 해상장애물과의 충돌회피가 핵심기술이다. 통상적으로 지
능형 자율운항(Intelligent autonomous navigation)은 경로의 계
획(reasoning/planning), 장애물 인식(perceptual) 및 충돌회피
(behavioral)의 전과정이 자동/자율적으로 수행됨을 의미한다
(Huntsberger & Buzzell, 2008). 무인선에서, 낮은 단계의 자율
운항기술인 원격제어 및 경유점 추종제어 기술은 한국해양연구
원이 소형무인탐사선 및 민군겸용 원격선박통제용으로 그 기술
을 개발한 바 있다(Son and Yoon, 2009). 무인선에서, 높은 수
준의 자율운항기술인 장애물 인식 및 충돌회피 연구는 미국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연구된 바 있으나, 고정된 교각에 대한 충돌회피 

성공률이 25% 정도로 도전적인 기술이다 (Huntsberger & 
Buzzell, 2008).

2011년부터 시작된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 사업으로서, 
해양조사와 해양감시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해상장애물과의 
충돌회피가 가능한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을 개발중이다. 1차년
도에 개발된 개념선형은 7미터급으로서, 워터젯과 디젤엔진을 장
착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무인선을 위한 자율운항 시스템은 고정
된 해안선 지형과 이동하는 타선박과 같은 장애물과의 충돌회피
를 위하여 고안되었다. 무인선의 자선운항정보는 RTK-DGPS의 
고정밀 측위센서와 광자이로를 통해 획득되며, 타선박을 인식하
기 위해 AIS가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충돌회피를 위해 퍼지와 
가변행동공간탐색법이 사용되었다. 무인선 근처에 배치되는 
node, branch, layer 등에 대한 충돌위험도가 퍼지를 기반으로 
실시간 계산되며, 이를 기반으로 충돌회피경로 후보군들간에 최
적경로가 산출된다. 최적경로추종제어를 위해서 무인선의 워터젯 
노즐각을 자동제어기를 구축하였다.

무인선의 충돌회피를 위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
에 대한 성능검증을 위해 시험선을 건조중이나, 그 이전에 알고
리즘의 성능체크를 위하여 5미터급 제트보트(콤보호)를 이용한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Item Dimension
Length 7.5 m (overall)
Breadth 2.0 m (hull)

Max. Speed 45 knots
Propulsion system

Water-jet w/ diesel E/G (Yanmar 315HP)

Table 1 Main demension of MOERI/KIOST AUSV

Level Level Description
1 Remote Control
2 Remote Control w/ vehicle state knowledge
3 External Preplanned mission
4 Knowledge of local and planned path environment
5 Hazard avoidance or negotiation
6 Object detection, recognition, avoidance or   negotiation
7 Fusion of local sensors and data
8 Cooperative operations
9 Collaborative operations
10 Full autonomy

Table 2 Levels of autonomy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타선박은 선외기가 장착된 고무보트 2
척과 제트스키 등 총 3척을 구축하였고 이는 유인으로 운항된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물 인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며, 무인선은 타선박의 위치를 AIS 수신기를 획득한다. 제트보트
를 이용한 충돌회피시험은 내수면에서 수행되었으며, 정면충돌상
황(Head-on), 교행상황(Crossing) 및 다중충돌상황에 대하여 충
돌회피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선의 충돌회피 시
스템의 주요특징과 제트보트를 이용한 충돌회피시험 결과에 대
해 소개한다. 

2.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중인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Autonomous USV, AUSV)에 대한 개념선형의 주요제원은 Table 
1과 같고, 그 개념도는 Fig.1과 같다. 

Fig.1 General arrangement of AUSV

3. 무인선의 충돌회피 시스템 설계
3.1 자율도

무인선의 충돌회피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자율제어수준, 즉 
자율도(Autonomous control level)을 결정하여야 한다. 자율도는 
통신성능과 밀접히 연관되며, 자율도가 낮을수록 원격제어를 위
한 통신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다. 따라서, 무인선과 관제소사
이의 거리가 멀고 통신 커버리지가 좁으면 자율도가 높아져야 한
다. 

본 무인선은 원격운항의 통신거리를 20km로 한정하고 있으
며, 자율도의 경우 장애물 인식과 충돌회피가 가능한 자율도 6단

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Table 2는 자율도의 단계별 성능을 보여
준다(Deyst, 2005).

3.2 충돌회피 시스템의 구성
무인선의 충돌회피 시스템은 Fig.2와 같이 크게 4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Fig.2 Flowchart of collision avoidance system of AUSV

첫 번째는 자선과 타선의 운항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이다. 자
선의 운항정보로서, GPS로부터 위치(위도와 경도), 속도(SOG), 
방위(COG)의 정보를 획득한다. 타선의 운항정보는 AIS, 레이더, 
라이다, EO/IR 등의 장비로부터 받는 것을 계획하였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AIS만을 고려하였다. 둘째로, 자선의 위치를 중심으
로 이동경로상에 가변행동공간을 구성하고 충돌위험도를 산출한
다. 셋째로 가변행동공간상의 노드를 연결한 것이 회피경로의 후
보군이며 앞서 산출한 충돌위험도가 포함된 비용함수를 계산하
여 후보군 중에서 최적경로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는 최적회피
경로를 따라 경로추종을 통해 회피기동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절에서 기술한다.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수
행되며, 위 절차의 전체 계산시간은 1초이내가 되도록 구성하였
다.



3.3 퍼지와 가변행동공간탐색법을 이용한 충돌회피알고
리즘

충돌회피를 위한 경로를 계산함에 있어, 기존의 A* 탐색법은 
행동공간이 충돌위험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행동공
간상에 구성한 node, branch, layer를 충돌위험에 따라 탄력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행동공간을 Fig.3과 같이 개발한 바 있
다 (Son et al., 2009).  

(latitude(m))y

x (longitude(m))

Fig.3 Concept of changeable action space (CAS)

가변행동공간상의 충돌위험도는 충돌여유거리(DCPA)와 충돌
여유시간(TCPA)과의 관계를 이용한 추론규칙을 이용하였다. n개
의 추론 규칙 중 i번째 추론 규칙의 조건부에 의해 결정된 적합도
를 라 하자. 이 경우 위의 추론 규칙에서 충돌 위험도를 
라 하면 이때 최종적으로 추론되는 충돌 위험도는 product 연산
자를 사용할 경우 다음 식(1)과 같이 주어진다 (Le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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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충돌회피알고리즘의 전체 흐름을 보여준다. 첫째로 
GPS 및 AIS 등을 이용하여 자선과 타선의 운항정보를 획득하고, 
둘째로, 충돌상황에서 회피공간에 해당하는 가변행동공간을 구성
한다. 셋째로, 각 노드별 퍼지에 의한 충돌위험도를 산출하는데, 
노드를 연결한 것이 충돌회피경로의 후보군이다. 넷째로, 회피경
로들에 대한 비용함수를 계산하여 최적경로를 산출한다. 마지막
으로, 최적경로를 따라 무인선을 경로추종제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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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Flowchart of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4. 무인선 충돌회피 시험 및 결과
4.1 테스트베드 구축

3절에서 구성한 충돌회피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제트보트(콤보호) 및 고무보트2척과 제트스키를 
이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콤보호는 길이 5미터급의 제트
보트이며 150마력 가솔린엔진과 워터젯을 장착하고 있다.

Fig.5 Testbeds for test of collision avoidance : two 
rubber boats(left), jet-ski(center) and jetboat,"KOMBO"



Fig.7 Trajectories results of test of collision avoidance

4.2 충돌회피 시나리오
제트보트(콤보호)를 이용한 무인선과 총 3척의 타선과의 충돌

회피 시험을 위해 Fig.6과 같이 동시 충돌상황을 상정하였으며, 
시험속도는 6노트이다. 타선박들은 통제불능상황을 가정하고, 유
인운항으로 정속으로 직진하며, 무인선은 충돌회피 알고리즘으로 
자동회피를 수행한다.

Fig.6 Scenario for test of collision avoidance

4.3 충돌회피 시험 결과
4.1절에서 구축한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4.2절의 시나리오에 

따라 내수면에서 충돌회피시험을 수행하였다. Fig.7은 충돌회피
시험결과 얻은 궤적을 보여준다. 여기서, 검은색 궤적은 콤보호
의 궤적을 보여주며, 적색궤적은 타선박의 궤적을 보여준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선은 초기 우현 회피를 통해 정
면과 좌현에서 접근하는 타선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원경로로 
복귀하다가 재차 우현에서 접근하는 타선을 회피하기 위해 우현
회피를 다시 시도하였고, 성공적으로 3척을 모두 회피한 후 원경

로로 복귀하였다.

4. 결 론
무인선이 해상에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충돌회피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퍼지와 가변행동공간탐색법을 이용한 충돌회피알
고리즘을 구성하였고, 성능검증을 위하여 내수면에서 3척의 타선
을 대상으로 충돌회피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무인선은 
정면과 좌우 측면에서 접근하는 3척의 타선과의 충돌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회피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물을 인식함
에 있어 AIS만을 사용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카메라 영상기반의 
장애물 인식 알고리즘 개발이 완료되면 이와 연동하여, 충돌회피 
시스템을 시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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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1.

해양에 의 인 운동체 시스템에 한 다양한 요구

에 부 하여 한국해양과학 원(Korea Institute of Ocean

다목 지능 인 개Science and Technology, KIOST)

하고 있다(Kim & Son, 2012; Byun, et. al., 2012; Park, et.

인 해양탐사 찰 감시 같 고 의al., 2012). ,

능 충실히 실행할 있어야 하며 또한 인 자체의 안

한 능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인 운항에 안 운항.

해하는 표 인 타 타 체 의 충돌이라고

할 있다 개 하는 인 주변 환경 탐색 한 여러 가.

지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각각의 장치는 개별 인 신. ,

신부 신 로 싱 장치를 가지고 있 며 독립

로 출 신 를 송한다 이러한 장치를 모듈이라고 할. ,

인 이 장착하는 여러 모듈 개별 로 개 거나 또

는 개별 로 도입 었 며 각각의 출 신 는 확,

과 고장 에 있어 상 연 가지지 않는(accuracy) (failure)

다 모듈의 출 효과 로 결합하면장애 치 보에.

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 로 할 있다 본 연구에.

는 인 에 장착하는 모듈 심 로 효과 합

안에 하여 검토 하여 한다.

계 시스템의 특2.

인 의운항에 충돌 이 는 체를장애 (obstacle)

이라고 할 장애 면상에 존재하며 면 아래로 잠 하,

거나 공 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 하는 것 부분의 경우

에 하여 용 있다 이러한 가 하에 장애 차원 좌. 2

표계에 존재한다 해상에 의 장애 운항이 고 는 해양.

의 면 에 하여 상 로 작다고 할 있다 이에 라 장.

애 하나의질 로 고 할 있다 그러나 이(point) .

가 운 거리에 있다면 이러한 상 단 히 질 로 고 하는

것 리가 있다 복잡한 지 이 많이 존재하는 지상에 장애.

고 할 있는데 이 장애 안 하여 지나 는,

안 는 역 로 의하 도 한다 해상에(Dima, et. al., 2004).

한 장애 의상 크 근 한 의 낮 출 상황

고 한다면 장애 질 로 고 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

라고 할 있다 또한 근 한 에 한 탐지는 다 의.

질 로처리하는 것과같 추가 인 법 통하여해결할

요가 있다 장애 질 로 고 하여 치 보를 악하는.

는 표 추 의 로(target tracking)(Bar-Shalom, 1990)

고 할 있다.

인 의 모듈 자동인식시스템(Automatic

인 탑재 주변 탐색 의 합 근 안
황태 상우 한국해양과학 원, , ( )

Approach of Sensor Fusion for Surveillance Sensor

Mounted on Unmanned Surface Vehicle
Tae Hyun Fang, Sangwoo Oh, and Sun Young Kim

요 약

Unmanned surface vehicle (USV) has sensor modules to obtain information about object and environment around

USV which can disturb USV's path and be obstacles. Each sensor module operates independently and its outputs are

released without interacting with other sensor modules. In this paper, approach of sensor fusion method is briefly

investigated for obtaining information about obstacles in USV with sensor modules. The prevalent methods for sensor

fusion are weighted average, Kalman filtering, Bayesian inference, and Dempster-Shafer method, which are briefly

compared in the sense of how to organize sensor fusion scheme for USV.

Keywords : 합 인 모듈 부 확Sensor fusion( ), Unmaned surface vehicle( ), Sensor module( ), Uncertainty( )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이다Identification System, AIS), (RADAR)(Byun, et. al.,

그리고 상 체 추 장치 로2012), (Park, et. al., 2012)

구 다 또한 추가로 라이다 에 의한 보를 활용한다. (LIDAR) .

각각의 모듈 상 독립 로 작동하 에 모듈

의 확도 고장특 독립 이다 각각독립 인 모듈.

모 장애 의 차원 치 보를 결 하는데 사용 있 며2 ,

모듈의 출 효과 로 결합하면 장애 치 보에

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 로 할 있다 모듈의 출.

신 를 결합하는 는 합 로 알(sensor fusion)

있다 합에 한 존의 연구결(Brooks & Iyengar, 1998).

과는 합에 의하여 생 출 값 일 한 조건하에

합에 사용 데이 의 가장높 확 보다높 확

가진다고 하 다 즉 합에 용(Chew & Marzullo, 1991). ,

는 량의 계 상 차 로 나 값이 고장난

의 량보다크다면 합 출 값 합에사용 데이

의 가장 높 확 보다 높 확 가진다.

모듈에 고 하는 는 의 안 운항 하여 자AIS

의 치 보 식별 보를 각 상 지국사이에 상

송하는 시스템이다. IMO (International Maritime

는 를 의 의 장착 장 로 추가하Organization) AIS

고 자해도 연계하여 의 자동인식시스템 로 활용 고

있다 는 자 의 치 보를 결 하 하여주로 같. AIS GPS

항법시스템 사용하며 데이 송 신 하여 송VHF

신 를 사용한다 이 는 보공 를 하여 시분할 식. , AIS

이용하며 매 마다(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 60

갱신 는 개의 타임슬롯 로 나 어진 킷 사2250 (time slot)

용한다 라 의 확 타 이 탑재하고있(Park, 2004). AIS

는 의 확 뿐만아니라 인 과타 사이의 통신시GPS

스템 특 에 의하여 규 있다 라 합에 있어.

요한요소라고할 있는계 값의 갱신주 에 한부 확

이 존재하며 신 류 등 로 인한 계 값 락이 존재할

있다.

체의 사 신 를 이용하여 치 보를 획득하는 경우에

이더는 통 로 가장 강 한 단이라 할 있다 인.

에 장착하는 이다는표 장애 에 한 거리 보

를 공하는 것 목표로 개 고 있다 이더가(Byun, 2012).

다 표 장애 에 한 궤 보를 한 갱신주 하에

공해 다면 이더에 의한 계 값이 장애 의 치 보

탐색에 가장 주도 인 데이 가 것이다.

인 모듈의 상 체 추 장치는 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장애 탐지하며 치 보를 공하는 것 목표로

개 고 있다 이는 상 데이 를 처리하여 체(Park, 2012).

탐지 알고리즘 구 하고 탐지 체는 표 추 알고리

즘 이용하여 치 보를 획득하는 식이다 라 이더.

사하게 장애 의 치 보 각 치 보의 확 안

로 공할 것 로 할 있다.

라이다 는 이다(LIDAR, Laser detection and ranging)

사하게 사용 신 를 사 신하는 능동 탐지 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고 있다 재 인(Kim, et. al., 2012).

에 고 하는라이다 모듈 약 의탐지거리를가지며100m

의 갱신주 를 가진다 라이다가 장애 탐지에 용 것10Hz .

최근의 결과로 자동차의 자동 항시스템(adaptive

한 탐색 로 활용 었다cruise contorl, ACC) (Levinson,

그러나 지상의 복잡한 지 체를 인식하는et. al., 2011).

용도로 사용 었다 또한 라이다를 이용한 표 추 는 활.

하게연구 표가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양환경 포함한다

양한환경에 범용 로사용 있도록 개 품 알 지

지 않았다 또한 재 고 하는 모듈의 탐지거리가 인. 100m

경우에 인 과 장애 의 상 속도가 약 라고 한다면20knots

장애 탐지 로 스에 걸리는 시간 외한다고 하더라고 장

애 과의 조우는 약 의 여 에 가지지 못한다 라10 .

인 의장애 탐지 시스템에 라이다의 활용 한 일 있

것 로 상 다.

인 한 합 법3.

인 에 장애 탐색하는 는 장애 의 치를 추

하는 각각의 모듈 합하는 로 볼 있다 이를 한.

표 인 합 법 로는 가 평균(weighted average),

링 추론 그리고Kalman (Kalman filtering), Bayesian ,

추론 들 있다 가 평균 법 가장 직Dempster-Shafter .

인 법 로 데이 합에 첫 번째 고 는 법이다.

개의 모듈로부 ⋯의 계 값과 ⋯의

가 값 이 신 고이(weighting factor)    만족한

다면 합 결과는 다 과 같이 나타낼 있다.








여 가 값 는 번째 모듈 계 값에 한 신뢰의

도를 나타내며 이, 는 고 는 개의 모듈에 하여

규화 값이다(normalized) . 를 히 하면 합

에 각각의 모듈에 한 확도를 히 보상할 있다.

단 한 구조로 계산량 요구하므로 실시간 용 시스템

에 리하다고 할 있다 면에 가 평균 법 모듈에.

포함 잡 과 모듈의 고장 보상하지 못하여 합 결

과의 차가 지 않 있다 한편 존의 연구결과는 일.

한 조건하에 가 값이 데이 분산 의 역(variance)

에 해당하며 가 평균 나타내는 이(reciprocal) (1) Kalman

의 상태갱신 식과 동일함 보여주었다(Choi, et. al.,

2003).

인 에 고 하는 모듈에 학카메라 추 장치AIS, ,

그리고 라이다는 랜 간 다양하게 활용 어 안 인 능

공하는 이더에 하여 상 로 낮 능 공할 것

로 상 다 즉 송 신 신 의 특 에 의하여 타 치. , AIS

보의 일 갱신 보장하 어 울 있다 또한 라이다는.



장애 에 한추가 보갱신 치 보보 하여활용

것 로 상 다 라 각각의 모듈이 치 보 그 보.

의 확 공한다고 가 하는 가 평균 인 합

에 한 법이라고 단하 는 어 다.

는 최소 분산 에 최Kalman (minimum variance)

이며 불편 이다 즉 시스템에 포함 잡 이(unbiased) . ,

분포 를 가진다면 는 추Gaussian (distribution) Kalman

차의 분산이 최소로 는 추 값 공하고 추 차의 값

이다 분산(expectation) 0 . Kalman (decentralized

는 표 인 합용 이다Kalman filter) Kalman (Rao &

인 의 경우에 각 모듈이 독립Durrant-Whyte, 1991).

인 계 값 처리하 한 로 를 가지고 추 값 계산하

므로 계 값 합 한 앙장치에 달하지 않는

다 라 계 값 이용하여 합 추 시행하.

는 앙집 는 인Kalman (centralized Kalman filter)

합에 용 어 다 가 평균과 사하게. Kalman

는 각 모듈의 고장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용분야에

이를극복할 있는 안들이 시 고있다 특히표 의생. ,

추 분리 그리고 병합 등 포함하는 표 추 분야에 많, ,

연구가 이루어 있 며 이러한 법(Bar-Shalom, 1991)

인 합에 활용할 있 것 로 할 있다.

추론 법 주어진 환경에 한 사 모델Bayesian (a prior

각 모듈의 계 값과 같이 활용하여 추 값 계산model)

하며 미리 알 진 조건부 확률 이용(conditional probabilities)

하여 합 값에 한 최우값 찾(maximum likelihood value)

는다 이는 시스템 계 에 있어 시스템에 한 사 지식.

상태추 에 활용할 있도록 하는 법이다 라 해상에.

일어나는 운동체의 운동에 한 일 인 구속조건 용하면

계 값에 한 사 모델 구 하는 것이 가능할 있 며 이,

를 탕 로 잡 거 고장 를 할 있는 가능

가질 있다 그러나 사 모델의 사용 히 상치 못한 상.

황에 불안 한 결과를 도할 있다 법. Dempster-Shafer

일 화 추론의 법 로(Shafer, 1976) Bayesian

추론의 약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 계산량 로Bayesian

인하여 실시간 구 시스템에 불안 생시킬 있다.

합 시스템 구 하여 향후에도 차 로 시

나가는 향 로 연구가진행 다고 가 할 연구 구 원간의,

동 작업등 고 하여 리 활용 고 있는 에Kalman

한 합 법이 용한 근법이 것 로 단 다 또.

한 인 의 모듈 에 걸쳐 스트 어 부 확

이 충분히 확인 출 데이 를 공하는 것 로(uncertainty)

고 하 는 아직 이르다 라 의 고장 락 등 고.

하 하여 법 리 로 명확한 구속조건Bayesian

탕 로 한 범 에 활용하는 법일 요할 것 로 단한

다.

결 론4.

한국해양과학 원 다목 지능 인 개 하고있

며 주변 탐색 한 를 장착할 계획이다 주변 탐색, .

한 는 상 독립 로 작동하여 안 운항 한 주변

보를 공한다 이 독립 로 작동하는각 들 모듈.

이라고 할 보다 신뢰 있는 보를 도출하고자 모듈에,

한 합 시행한다 해상에 의 탐색이 주어진 임 임.

감안하여 차원 평면상에 의 체 장애 탐지의 로 고2

할 있 며 이를 한 여러 합 법이 활용 있,

다 본 연구에 는 향후 확장 범용 하여. Kalman

를 한 합 법이 용할 것이라고 단하며 또한,

주어진 모듈의 부 확 고 하여 추론 법Bayesian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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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 조사 또는 해양 감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국에서 무인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무인선의 발전과 
함께 항법 기술이 진보하면서, 무인선 스스로가 상황에 맞는 경로를 탐색하는 경로 계획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다. 무인선이 
항해하는데 있어서 지형만을 반영한 일반적인 경로 계획을 수행한다면 연근해나, 항구 등의 환경에서는 경로 생성이 제한적
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중 점유 공간 기반의 Theta* 알고리즘에 항로 규칙을 반영하여 연근해나, 항구 등의 환
경에서도 무인선이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해도 데이터를 이
용하여 지형 뿐 아니라, 부표나 항로를 반영한 가중 점유 공간을 생성하고, 항로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경로 계획 알고리즘
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Keywords : Ship Navigation(항법), Path Planning(경로 계획), Unmanned Surface Vehicle(무인선) 

1. 서 론
해양 조사 또는 해양 감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국에서 무인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해양 환경에서 무인선
의 운용을 위해서는 자율 항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인선
의 발전과 함께 항법 기술이 진보하면서, 무인선의 자율화 단계
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FCS 개발 사업을 통해 정의된 자율화 
단계는 무인기의 지능 고도화를 위한 구분이며, 현재는 레벨 7단
계인 빠른 속도로 무인기 스스로가 길을 찾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다(Huang et al., 2005). 이중에서 무인선 스스로가 
상황에 맞는 경로를 탐색하는 경로 계획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
다. 다양한 경로 계획 기법들 중에서 격자 공간 기반의 경로 계
획 알고리즘은 가장 빠르게 경로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각각의 무인 시스템에 맞게 연구하여 사용하고 있다
(T. H. Lee et al., 2011). 기존의 전통적인 격자 공간 기반의 경
로 계획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를 가장 빠르게 찾는 것에 집중 되
어있었다면, 현재의 격자 공간 기반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은 실
제 무인기가 가장 잘 추종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는 것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다양한 격자 공간 기반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 
중에서 Theta* 경로 계획 알고리즘은 A* 기반의 경로 계획 알고
리즘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주요 변곡점에 대해서만 경
유 점을 출력해 주어 무인선이 효과적으로 경로를 추종할 수 있
다(A. Nash et al., 2007). 하지만, 기본적인 Theta*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만을 계산하여 출력하므로 실제 무인선이 추종하는 것
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좁은 항해 영역에서 추
종이 가능한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격자 공간을 근사 셀 분해 
기법을 통해 가중 점유 공간으로 구성하여 해결하고 있다(J. 
Latombe, 1991, S. Thrun et al., 2005). 무인선이 항해하는데 
있어서 지형만을 반영하여 경로 계획을 수행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연근해나 항구 등의 환경에서는 경로 생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중 점유 공간 기반의 Theta* 알고리즘
에 항로 규칙을 반영하여 연근해나, 항구 등의 환경에서도 무인
선이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해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형 뿐 아니라, 
부표나 항로를 반영한 가중 점유 공간을 생성하고, 일반적인 항
로 규칙을 적용한 Theta* 알고리즘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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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weighted occupancy grid map 

of Busan port 

Fig. 2 Generation of the final grid map 
 

실제 전자해도 데이터와 항로 규칙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논할 것이다.

 
2. 해상 환경 및 항로 규칙을 고려한 

경로 계획 알고리즘
2.1 해상환경을 반영한 가중 점유 공간

무인선을 위한 경로 계획시, 일반적인 지형 외에 부표나 항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중 점유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  실제 
운항되는 선박을 살펴보면, 지형과 부표가 있는 지역은 운항이 
제한되나 항로의 경우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항로의 경우는 일반적인 장애물로 처리하는 것
이 아니라, 경로 계획시 반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Fig. 1은 전자해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중 점유 공간을 생성한 
결과이다. 지형은 검은색으로 지나갈 수 없는 곳을 뜻하고, 흰색
에 가까워질수록 무인선이 운항하기 쉬운 곳을 뜻한다. 실제로 
가장 밝은 부분은 부산항 항로 구역이고, 가장 어두운 곳은 지형
이다. 생성한 가중 점유 공간을 이용하여 경로 계획을 위한 그래
프를 생성할 때, 각 지역 항구에 맞는 통항규칙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부산항 지역에서는 입항 항로, 출항 항로, 분리대 등
이 규칙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래프를 생성할 시, 분리대
는 장애물로 처리하고 입항 항로와 출항 항로 지역의 운항각을 
제한하여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경로 생성을 위한 격자 공간은 
Fig. 2와 같다.

2.2 해상환경 및 항로 규칙을 반영한 경로 계획 
알고리즘

기본적인 Theta* 알고리즘은 A*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Theta* 알고리즘은 A*의 경우와 달리 현재 탐색 노드에서 이전 
탐색 노드를 연결하는데 가시성(line of sight)을 확인하여 장애물
이 없으면 이전 탐색 노드와 연결된 부모 노드를 연결하고, 아니
면 바로 전 탐색 노드를 연결한다. 결과적으로 Theta*로 탐색한 
경로는 주요 변곡점에서 경유점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Theta* 
알고리즘의 특징을 바탕으로 가시성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기 생
성한 가중 점유 공간의 가중치를 반영하고, 기 생성한 그래프에 
적용된 운항각을 이용하면 통항 규칙을 적용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통항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 생성한 그래프 외에 입
항 또는 출항 항로와 일반 해상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영역 상태
를 추가로 고려한다. 이를 이용하여 가시성을 확인할 시에 영역
의 상태가 바뀐다면 장애물 또는 가중치에 관계없이 현재 탐색 
노드에서 이전 탐색 노드를 연결한다. 만약 영역에 관계없이 가
시성만을 이용하여 경로를 탐색하게 되면 제한된 운항각에 관계
없이 가중 점유 비용이 최소인 경로를 찾게 된다. 다음의 Table 
1은 해상 환경 및 항로 규칙을 반영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의
사 코드이다.

Table 1 Proposed Algorithm
1. start←start
2.  goal
3. forneighbor 
4.   i f lineof sightand
     neighbor  current
5.   neighbor ←cu r ren t
6.   neighbor←current
7. 

3.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 지역의 전자해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

로 계획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부산항 외항에서 내항으로 가
는 경로, 부산항 내항에서 감천항까지의 경로, 부산항 내항에서 
부산한 남항으로 가는 경로를 각각 출력하였고, 모든 경로는 항
로와 통항 규칙을 만족하도록 생성하였다. 다음의 Fig. 3은 설명
한 경로 계획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a)

(b)

(c)
Fig. 3 Simulation results for various start(red dot) and 

end(blue cross) point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항로 규칙을 반영한 무인선 전역 경로 자동 생

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해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가중 점
유 공간을 설계하였고, 통항 규칙을 반영하기 위한 Theta* 기반
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제 
전자해도 데이터 기반으로 부산항 지역에 적용하여 연근해 및 항
구 지역에서 실제 운용 가능한 경로를 출력하였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연
구로써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수행하고, 이를 실제 무인
선에 탑재하여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입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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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or vessels operating in the cold climate regions, ballast water in side or hopper tanks above the waterline may freeze,
starting at the top of the tank and at the side walls. So Hence countermeasures against freeze-up of the ballast tank such as 
air-bubbling system, hot steam injecting system, heating coil system and water circulating system are taken to prevent
freezing phenomenon. However, there are no rigorous investigation of anti-freezing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systems against freeze-up of the ballast tank, in which the temperature has about -25 ℃ (ambient air temperature) and 
0 ℃ (sea water), respectively. In this paper, to take in ensuring reasonable specifications for cold regions whether measures against
freeze-up and to take measures such as above stated systems if there is confirmed to be an actual need to do so, the phenomenon of 
ballast tank freeze-up is simulated and discussed in low temperature conditions.  With the results using the commercial CFD code, CFX,
we discuss the most cost-effective solution to prevent freezing along the outer surface. 
Keywords: Cold Climate Region(극지), CFD(전산유체역학), Ballast water(평형수), Air-Bubbling System(공기방울시스템), Anti-Icing(방빙) 
 

1. INTRODUCTION 
 
The low-temperature of the ice-bound sea through which 

the vessels are to sail require special measures for the hull 
structure, the outfittings and etc. Furthermor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substantial interest and demand for 
ships to navigate in cold region. Ships assumed to sail in 
atmospheric temperatures of about -10 to -20℃ in 
LMDAT(Lowest Mean Daily Average Temperature) and 
about -30 to -40℃ in Extreme Temperature fall under this 
category. So many features fitted to these ships to combat 
the low temperatures and icing are in addition to ice class 
requirements, and these are based on experience of 
operations. 

When the rules or regulations are still being defined for the 
design of outfittings for ships in accordance with 

specifications for cold districts, various parties propose 
specific measures to fulfil the requirements. When designing 
the outfittings, it is crucial to secure safety, reliability, and a 
reasonable design all at once in a well and reasonably 
balanced manner according to the required 
low-temperature environment. 

The very cold environment of the Arctic and the Antarctic 
could cause the ballast water, air and vent pipes, valves and 
section lines to freeze. It is unlikely that any sizeable tank will 
freeze solid since ice acts as an insulator; however, ice 
cannot be discharged when the vessel is loading and 
causes the deadweight capacity to be reduced. 

Arrangements are to be provided to prevent water ballast 
freezing in tanks adjacent to the shell and located totally or 
partly above the ballast water line. 

There are many systems to prevent ice formation in ballast 
tanks, and the followings are major to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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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ing systems 
 Internal circulating / pumping systems 
 Air-bubbling systems 
 Steam injection systems  

One conceivable method to prevent the ballast water from 
freezing is to heat it with steam or hot water. But this method 
would force the customer to invest in expensive measures to 
prevent water freezing in ballast tanks. 

The most effective and commonly used is steam heating 
coils. The heating coils are usually fitted above the ballast 
waterline adjacent to the ships side shell. Makkonen(1984) 
indicates that heating is not practical for anti-icing or 
de-icing because of the large amount of energy necessary 
for latent heat. This approach would force the customer to 
invest in expensive measures to prevent the seawater from 
corroding the steam pipe, either by using a pipe material with 
high corrosion resistance from the beginning or by using 
general steel pipes based on the premise the maintenance 
during service (Hiramatsu et al.(2007)). Circulating the 
ballast water is considered an efficient alternative method 
because of the natural differences in temperatures in the 
tank. Moreover air bubbling system achieves the same effect 
as the circulation. Koo et al.(2007) performed numerical 
simulation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air bubbling 
system used for winterization design concept for ballast tank. 
Through their results, it became clear that the air bubbling 
system equipped in each frame of water ballast tanks was 
effective to prevent freezing along the outer surface by 
promoting convective heat transfer. Furthermore, Jeong et al. 
(2011) carried out anti-icing performance tests for the 
ballast water using micro-bubble system and sea water 
circulation system at two temperature conditions(-10 ℃ 
and -25 ℃). Their applied anti-icing techniques such as 
micro-bubble system and water circulation system were 
showed good performance in the low temperature 
conditions. 

 

 

 
Figure 1. Freezing of ballast water(Danish SNAME seminar, 
2008) 
 

In this paper, to take measures such as above stated 
systems, the air-bubbling system and the water circulating 
system, whether measures against freeze-up if there is 
confirmed to be an actual need to do so, the phenomenon 
of ballast tank freeze-up are simulated and discussed in low 
temperature environment. 

 

 
(a) Air bubbling system 

 
(b) Water circulating system 
Figure 2. Schematic of a ballast tank typical of a container 
ship.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tank is not drawn 



2. NUMERICAL MODELLING 
 
The transient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fluid flow and 

heat transfer in the analyzed ballast geometries were 
performed with the CFX 14 commercial code. Figure 2 
shows a schematic of a ballast water tank consisting of an 
air inlet at the bottom, a long base, turning section, vertical 
rise section and exit port. The shape and intricate internal 
geometry of the tanks is at present entirely driven by 
structural consideration of the vessel. The density of sea 
water depends on both salinity and temperature, but lies 
typically within a range of 1,024-1,030 kg/m3. 

The governing equation used in our numerical study 
consisted of the 3-dimensional, unsteady, time-dependent 
continuity, momentum and energy equations. The 
two-equation k-ε turbulence model was used to obtain the 
Reynolds stresses based on the eddy viscosity introduced in 
the Boussinesq approximation. In general, turbulence 
models seek to modify the original unsteady Navier-Stokes 
equations by introducing averaged and fluctuating quantities 
to produce the RANS equations.  The values of k and ε 
derived directly from differential transport equations for the 
turbulence kinetic energy and turbulence dissipation rate are 
shown in Table 1. The temperature field was calculated 
using an eddy diffusivity approximation for the turbulent heat 
flux. 

 
3. Governing equations of 

two-equation turbulence models 
 

Table 1 Governing equation and coefficients 
Continuity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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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ipation rate equation of turbulent kinet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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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eddy viscosity and shear production of turbu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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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μC , 44.11 =εC , 92.12 =ε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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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tandard k-  model coefficients 

μC  1C  2C  kσ  εσ  PRt 
0.09 1.44 1.92 1.0 1.3 0.9 

 
Table 3. Initial conditions for numerical simulation 
 

 Ballast water 
conditions 

Ambient 
tempera

ture 

Ballast
tempera

ture 

Sea 
water
tempe
rature

Case 
I  -25℃ 0℃ 0℃ 

Case 
II  -25℃ 10℃ 5℃ 

Case 
III 

Air bubble injection 
- Mean diameter : 

0.006 m 
- Mass flow rate : 
0.006962 kg/s 

-25℃ 0℃ 0℃ 

Case 
IV 

Air bubble injection 
- Mean diameter : 

0.006 m 
- Mass flow rate : 
0.006962 kg/s 

-25℃ 10℃ 5℃ 

Case 
V 

Water circulation 
- Nozzle diameter : 

0.3 m 
- Water velocity : 2.0 

m/s 

-25℃ 10℃ 5℃ 

 
 



Ballast water

Sea water

Ballast water

Sea water

4. RESULTS AND DISCUSSION 
 
The freezing point of water depends on salinity i.e. the 

salt content the water. The greater the salinity, the lower the 
freezing point fresh water freezes at 0 ℃(32 ℉). Sea water 
with salinity of 35 parts per thousand or corresponding 
gravity of 1.025 freezes at -3℃ or lower (28.6 ℉). 

The air-bubbling ice-prevention systems keep the water 
in motion and carry warm water upward from the motion. In 
this method, the formation of ice on the surface is prevented 
naturally.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air-bubbling 
ice-prevention system, and the water-circulating 
ice-prevention system, 5 cases were considered, as 
presented in Table 2. Figures 3(a) to (d) show the numerical 
observations of temperature field and time variations in the 
ballast tank, where the time corresponds to 51, 177, 101 
and 446 minutes, respectively, after the simulations start. In 
the figure, Case III and IV in Figs. 3(c) and (d) are the case 
of anti-freezing equipment such as an air-injected system, 
and Case I and II in Figs. 2(a) and (b) are not equipped the 
air bubbling system. Even though the ambient air 
temperature and sea water are -25 ℃ and around 0 ℃ 
respectively, the air-bubbling system effectively prevents 
ballast water from freezing by the circulation of ballast water 
due to the air bubble trajectories without any heating system, 
as shown in the Figs. 4(a) and (b).   

Figures 5(a) and (b) show the flow pattern with velocity 
vectors for Case I and Case III, respectively. In the Fig. 5(b), 
to prevent ballast water in a ship navigating in the intense 
cold area from freezing, by introducing the compressed air 
through an air nozzle and then discharging it from the 
bottom of each ballast tank so that cold water in an upper 
layer is substituted with hot water in a lower layer with the use 
of convention due to ascending of bubbles produced by 
discharged compressed air. With this arrangement such as 
air-bubbling ice-prevention system,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prevent ballast water in a ship navigating in the 
cold regions from freezing.  

Figure 6 shows the time variations of temperature change 
at 4 monitoring points, as shown in Fig. 2, after simulations 
start. In the Case I of Fig. 6(a), the freezing temperature was 
reached after 46 minutes, but the case with air bubbling 
system (Case III or Case IV) didn’t drop below freezing sea 
water temperature in the ballast tank. The reason is that a 
continuous spouting of air bubbles up from the bottom of 

the ballast tank effectively prevents blockage of the tank. 
The force of the air bubbles can be expected to break up ice 
as it forms. The bubbles also help to melt the ice by bringing 
up the warmer seawater from the bottom of the tank, as 
shown in Fig. 4 and Fig. 5(b). 

 
 
 
 
 
 
 
 
 
 
 
 
(a) 51 minutes (Case I) 
 
 
 
 
 
 
 
 
 
 
 
 
 
(b) 177 minutes (Case II) 
 
 
 
 
 
 
 
 
 
 
 
 
(c) 101 minutes (Case III) 



Ballast water

Sea water

Ballast water

Sea water

 
 
 
 
 
 
 
 
 
 
 
 
(d) 446 minutes (Case IV) 

Figure 3.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ballast tank about 
51(Case I), 177(Case II), 101(Case III) and 446(Case IV) 
minutes after the simulation starts, respectively. 

 
 
 
 
 
 
 
 
 
 
 
 
(a) 101 minutes (Case III) 
 
 
 
 
 
 
 
 
 
 
 
 
(b) 446 minutes (Case IV) 

Figure 4. Flow patterns with air volume fraction due to a 
continuous spouting of air bubbles up from the bottom of 
the ballast tank. The force of the air bubbles can be 

expected to break up ice as it forms. 
 
 
 
 
 
 
 
 
 
 
 
 
(a) Case I (51 min) 
 
 
 
 
 
 
 
 
 
 
 
 

(b) Case III (101 min) 
Figure 5. Velocity vectors for Case I and Case II, espectively. 

 
The air-bubbling ice-prevention system and the 

water-circulating ice-prevention system keep the water in 
motion and substituted with warm water upward from the 
motion. Consequently, the surface of water is agitated 
continuously to prevent the tank from freezing. 

Figure 7 shows the time variations for temperature change 
at 4 monitoring points for the air-bubbling system and the 
water-circulating system to compare the both system. 
Moreover, Figs. 8(a) and (b) represent the flow patterns for 
both cases. In Fig. 8(a), continuous air bubbles up from the 
bottom of the ballast tank bring up overall the warmer 
seawater with the force of air bubble, but the water 
circulating system just circulates at the upper side of ballast 
tank. Hence the authors believe that the bubble 
ice-prevention system i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the 
waters circ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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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se I and Case III (continued) 
 
 
 
 
 
 
 
 
 
 
 
 
 
(b) Case II and Case IV 

Figure 6. Time variation of temperature change in the ballast 
tank at 4 monitoring points 

 
 
 
 
 
 
 
 
 
 
 
 
 

Figure 7. Comparison of the anti-freezing effectiveness 
between air-bubbling system and water-circulating system 
in ballast tank. 

 
 
 
 
 
 
 
 
 
 
 
 
 
 
 
 
 
 
 
 
 
 
 
 
 
 
 
 
 
 
 
(a) 446 minutes (Cas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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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water

 
 
 
 
 
 
 
 
 
 
 
 
 
 
 
 
 
 
 
 
(b) 63 minutes (Case V) 

Figure 8. Velocity vectors for Case IV(Air-bubbling system) 
and Case V(Water-circulating system), respectively. 
 

Concluding, the numerical simulation demonstrated that 
water in tanks may freeze making it impossible to empty bilge 
and ballast tanks, which may also result in structural 
damage. Fore peak and after peak ballast tank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freezing as they are often exposed 
to the ambient air temperature, being mostly above the 
waterline. Wing ballast tanks extending above the waterline 
are also vulnerable to freezing, and any ballast tank filled 
with fresh water will freeze more quickly than if containing 
sea water. If ballast tanks are pressed-up, with any standing 
water in the air vent pipes and sounding pipes, these pipes 
may freeze, preventing the ballast from being pumped. The 
ship design should ensure that freezing is minimized or 
eliminated by judicious arrangement of the tanks and piping, 
and selection of valves and heating systems. 

 
4. CONCLUSIONS 

 
Vessels sailing in cold districts must be designed not only 

with sufficient strength against ice, but also adequate 

winterization countermeasures at low temperature about -10 
to -20 ℃ in LMDAT and -20 to -30 ℃ in extreme 
temperature. Then the anti-freezing systems, such as 
ballast water circulating system and air bubbling system, 
have been used to the ballast tank navigating in cold region.  

In this paper, numerical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to 
examine effectiveness of the air-bubbling ice-prevention 
system and the water-circulating ice-prevention system 
applied to winterization of ballast tank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Through the results, it became clear that 
ballast water circulating countermeasures such as the 
air-bubbling ice-prevention system help to prevent or slow 
its freezing, and effectively protects ballast water from 
freezing by the circulation of ballast water due to the air 
bubbles trajectories without any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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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빙과 아라온호의 선수 충격해석에 관한 연구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노인식(충남대학교), 이탁기(경상대학교)

A Study on Stem Collision Analysis between Level Ice and Araon
Kim Sung Chan(Inha Technical College), Noh In Sik(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ee Tak Ki(Kyung 

Sa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지금까지 빙충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빙의 재료 물성치에서의 일관성 문제, 충돌속도에 따른 
비선형성,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연구 결과가 매우 다양하고,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고 논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 호에서의 빙충돌 계측 데이터의 분석과 함께 관련된 수치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그 특
징을 알아보고 아라온호에서의 빙충돌 특성을 파악하고 수치해석의 정도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일
련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Keywords : Araon(아라온호), Ice collision analysis(빙충돌 해석), Level ice(평탄빙), Cohesive element with homogenization element(CEMH 
요소) 

1. 서 론
지구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극 항로의 개척 등에 

따른 선박의 유빙 충돌현상에 대한 연구는 유체 저항성
능 관점에서 뿐 아니라 선체 구조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항목이다. 지금까지 빙충
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빙의 재료 
물성치에서의 일관성 문제, 충돌속도에 따른 비선형성,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연구 결과가 매우 다양하고, 통
일된 방향성을 가지고 논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 호에서의 빙충돌 계측 데이
터의 분석과 함께 관련된 수치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아라온호에서의 빙충돌 특성을 파
악하고 수치해석의 정도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파라미
터에 대한 일련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Daley, C.(1999)가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8가지 종류
의 경우에 대하여 빙충격력을 제안하였으며, Daley, 

C.(2006)에서는 극지용 LNG선에서의 빙충격력을 구하
였다. Lee, S.G. 등(2012)이 FSI 기법을 이용하여 LNG
선과 유빙의 충돌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Choi, 
K.S. 등(2009)은 실선 계측 자료 분석을 통해 쇄빙선박
에 작용하는 설계 빙하중을 추정하였다.

Yu, T. 등(2010)이 유빙과 다리 교각의 충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LS-DYNA를 이용하여 해양구조물
과 유빙의 충격력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구하였다
(Daiyan, H. 등(2011), Hilding, D. 등(2012)).

본 연구에서는 빙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이상화 기법 중 
CEMH (Cohesive element with homogenization)요소를 
사용하여 적용하였는데, Hilding, D. 등(2011, 2012)이 
이 요소를 사용하여 해양구조물과 평탄빙의 충격력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빙-선체의 충돌시 충격하중을 구하
는 것이며, 계측 데이터를 통해 이를 추정하는 것이 목
적이다. 그러나 계측 데이터 분석과 아울러 비교를 위한 
수치해석적 결과를 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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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빙-충돌해석
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2. Araon과 평탄빙의 충돌해석
2.1 구조해석 모델
아라온호의 빙-충돌해석을 위한 구조해석 모델을 

Fig.1에서 나타내었다. 구조해석은 LS-DYNA를 사용하
였으며, 빙-충돌 해석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계
산 시간 중 가장 많은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빙 모
델을 비교적 작게 한정하여 정성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 선체는 보강재 간격을 기준으로 비교적 균일
하게 모델링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빙 모델은 CEMH 
(Cohesive element with homogenization)요소를 사용하
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 절에서 기술하였다. 빙 요소는 
level ice를 24만개의 hexa 요소와 68만개의 bonding 
hexa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mesh size는 0.3m의 level 
ice에 대해서는 길이방향으로는 100mm 로 나누었고, 
깊이방향으로는 50mm로 나누었다. 2.24m level ice에
서는 같은 수의 요소 수를 사용하되 길이방향으로의 
mesh size는 500mm이며 두께방향은 370mm로 나누었
다. 선체의 중량이 FE Model에서는  3,260 톤이었으나 
아라온의 중량을 맞추기 위해 FE 모델에서의 밀도를 보
정하여 충돌시 선체 중량을 6,001톤으로 맞추었다. Fig. 
2에서 구조해석 모델의 좌표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3에서 FE model의 두께를 표시하였으며, 선미부는 
강체로 취급하고 중량으로만 사용하여 해석 자유도를 
줄여 해석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다. 충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상태로 파라메트릭하게 수행하였다.

(a) 3차원 view

(b) plan view

(c) Elevation view 
Fig.1 빙-선체 충돌해석 모델

Fig. 2 FE model의 좌표 위치

Fig. 3 선체 FE model의 두께 

Table 1 빙 모델의 경우
빙 크기 부력 입사각 

(deg)
모델 
형상

Mode 당
toughness

CASE1 20m x 20m 
x 30cm

부력 
유무

0,10,20
,30 균일요소 변화

CASE2 100m x 80m 
x 2.24m

부력 
있음 0 요소 

형태 변화

2.2 빙의 모델 기법
빙 요소로는 CEMH(Cohesive element with 



homogenization) 요소를 사용했으며, 빙의 hexa 요소는 
“MAT_Piecewise_Linear_Plasticity” Material로 정의하였
으며 Stree-strain curve는 Fig. 6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cohesive Hexa element는 빙 Hexa element를 서로 연
결시켜주는 Bonding 역할을 하지만 mode 당 
toughness가 임계값을 넘으면 파괴가 발생하는 요소이
다 (Fig.4). Cohesive element는 두께가 제로인 요소로
서 Fig. 5에 빙의 모델 상세 형태를 나타내었다. 
LD-DYNA에서는 MAT 186 “MAT_Cohesive_General” 
사용하였으며 Bonding 떨어짐을 나타내는 Fracture 
Toughness는 이론상으로 50 J/m2 이지만 참고 논문에
서와 같이 약 100배를 키운 5200 J/m2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ICE Mesh size가 약 100mm로 크기 때문으
로 설명하고 있다.

    
(a) 빙의 hexa element   (b) Cohesive element

Fig. 4 빙의 요소 형태

Fig. 5 빙의 모델 상세 형태

Table 2 Cohesive 요소의 물성치
Parameter Vertical cohesive 

element
Horizontal 

cohesive element
Shear strength 1 MPa 1.1 MPa
Tensile strength 1 MPa 1.1 MPa

GIC 5200 J/m2 5200 J/m2

GIIC 5200 J/m2 5200 J/m2

Note: GIC, GIIC 는 실험상 50 J/m2 정도이나 해석 
목적상 인위적으로 큰 값을 사용

Fig.6 Hexa 요소의 stress-strain curve

2.3 경계조건과 하중조건

빙의 외곽선에서 Fig. 7과 같이 세 변에서 고정조건을 
부여하였고, Fig. 8과 같이  선속은 북극에서의 계측 속
도인 4.9 노트를 사용하였다. 선체의 Ice impact 이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LS-DYNA에서 
Boundary_Prescribed_Motion_Rigid 카드를 사용하였으
며,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aterial이 변형이 없
는 가상의 Rigid Material 이어야 하므로 선체의 뒷부분
의 Shell Mesh의 PART를 가상의 Rigid 10mm 두께의 
Material로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선미의 살구색의 Part
는 위 그래프 처럼 4000ms 동안 X 방향으로 4.9knot로 
움직이게 한 것이며, 살구색을 제외한 선체의 모든 부분
에는 어떤 제약도 없이 Free한 상태이다(Fig.9).

Fig.7 경계조건

Fig. 8 선박의 충돌시 속도



Fig. 9 일정 속도 부여하는 방법

2.4 해석 결과

빙과의 충돌각, 빙 사이즈, 모델에서 요소의 크기, 
mode 당 toughness 및 빙에서의 부력 유무 등에 대한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각 항목에 따라 정리하였다.

2.4.1 0.3m level ice 에서 부력 유무에 따른 차이

빙 두께가 0.3m 인 경우 부력 유무에 따른 빙충격력
을 보면 Table 3과 같다. 부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충돌시 빙의 파괴 양상이 Fig. 10과 같고 부력을 고려하
는 경우 Fig.11과 같다. 부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빙이 수직하방으로 변형하며 쉽게 파괴가 일어나고 있
으며, 부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빙은 접촉부위에서 파
괴가 일어나지  않고 경계조건의 영향으로 경계조건 부
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부터 부력을 고
려해야하며 빙 크기를 경계조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빙충격력이 두 
경우 모두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10 부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빙 파괴 양상

Fig.11 부력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빙 파괴 양상

Table 3 부력 유무에 따른 빙충격력 (0.3m 빙의 경
우,JIC=3,200J인 경우)

부력을 고려한 경우 부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충격력(kN) 80 6,400

2.4.2 0.3m level ice 에서 충돌 각도에 따른 차이

아라온이 평탄빙과의 충돌시 충돌각이 0, 10, 20,30
인 경우 부력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수행한 경우의 빙 
충격력을 Table 4에서 나타내었다. 모든 경사에서 충돌
하는 경우의 양상을 Fig.12에 나타내었으며, 각 각도에 
따른 충격력 비교를 Table 4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0도
인 경우의 빙충격력의 시간에 따른 분포를 Fig.13에서 
나타내었다. 0도와 10의 경우 유사한 결과를 주고 있으
나 20도 이상인 경우 빙 충격력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빙 파괴 모드를 보면 충격각이 20도 미만인 경
우 부력이 없기 때문에 수직 하방으로의 변형을 수반하
며 파괴는 경계조건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수직
변형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충격력이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30도 에서는 해석시간을 좀 더 늘
려 그 이후의 양상을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a) 빙 모델 파괴 형상(빙 충돌각이 0도인 
경우)



Fig.12(b) 빙 모델 파괴 형상(빙 충돌각: 10도)

Fig.12(c) 빙 모델 파괴 형상(빙 충돌각: 20도)

Fig.12(d) 빙 모델 파괴 형상(빙 충돌각: 30도)

Fig. 13 빙 충격력(충돌각: 0도)

Table 4 충돌각의 변화에 따른 빙 충격력 및 최대 
응력

Heading angle 
(deg)

Max. Resultant Force 
(kN)

Max. Effect. 
Stress(Mpa)

0 6,400 154
10 6,300 149
20 110 148
30 200 146

2.4.3 0.3m level ice의 모드당 toughness에 따른 차
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빙 모델은 CEMH 요소로서 빙의 
파괴시 모드당 toughness 정의에 따라 빙의 파괴 양상
이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한 가지 물리량으로 표현되어 
비교하기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드당 
toughness 값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실측 또
는 실험 등의 데이터를 통하여 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여러 가지 값을 적용하여 그 양상을 비교하였다. 
북극 실측 데이터와 추후 비교하여 그 정도를 알아볼 것
이다. Fig.14에서 대표적인 빙의 파괴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5와 Fig.15에서 빙 충격력을 보여주고 있
다. JIC 갑이 낮을 경우 접촉점에서 빙 파괴가 일어나고 
있으나 JIC가 커질수록 경계조건의 영향이 존재하여 빙 
크기가 커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JIC가 커짐에 따라 
접촉부에서의 빙 파괴가 작아짐을 알 수 있고 빙 충격력
이 커짐을 알 수 있다.

Fig. 14(a) 모드당 toughness 의 변화에 따른 빙 
파괴 양상(JIC=1,200J)

Fig. 14(b) 모드당 toughness 의 변화에 따른 빙 
파괴 양상(JIC=1,400J)



Fig. 14(c) 모드당 toughness 의 변화에 따른 빙 
파괴 양상(JIC=1,600J)

Fig. 14(d) 모드당 toughness 의 변화에 따른 빙 
파괴 양상(JIC=1,800J)

Fig. 14(e) 모드당 toughness 의 변화에 따른 빙 
파괴 양상(JIC=3,500J)

Table 5 모드당 toughness 변화에 따른 빙충격력
JIC

(N/m2)
Max. Resultant Force

(kN)
Max Eff. Stress

(MPa)
50 56 154
100 106 “
500 90 “
1000 90 “
1200 145 “
1400 93 “
1600 150 “
1800 149 “
2000 80 “
3500 560 “

Fig.15 모드당 toughness 변화에 따른 빙충격력
2.4.4 2.24m level ice에서 Mesh 형태에 따른 차이
빙 사이즈를 북극 계측시 관찰된 경우로 모델링하는 

경우 빙 두께는 2.24m이며 크기는 100m x 80m 규모이
기 때문에 0.3m 빙두께의 모델의 요소 크기로는 해석시
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빙 모델 구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빙 모델의 모델은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비교해 보았다. 모든 경우에 대하여 요소 수는 같게 유
지하면서 요소의 크기를 영역별로 차이를 두고 모델링
한 경우이다.

l model 1: 균일하게 요소를 나눈 경우
l model 2: 충돌 영역인 빙의 가운데 부분을 상세히 

모델링하고 좌우 및 후미로 갈수록 일정 
비율로 성글게 모델링한 경우

l model 3: 충돌 예상지역을 상세히 모델링하고 나머
지 영역은 같은 크기로 성글게 모델링한 
경우  

Model 2의 경우에서 가장 큰 빙 충격력이 작용하였고 
Model 3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JIC는 빙 모델 
사이즈와 연관이 있으며, 이는 모델의 불균일한 형상에 
대한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석의 효율성
으로 해석 모델의 변화시키는 것 보다는 해석결과의 일
관성을 위해 Model 1과 같이 균일한 모델을 택하는 것
이 좋음을 알 수 있다.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16 빙 모델의 경우

Fig. 17(a) 빙 파괴 현상(Model 1의 경우)

Fig. 17(b) 빙 파괴 현상(Model 2의 경우)

Fig. 17(c) 빙 파괴 현상(Model 3의 경우)

Table 6 모델링 기법에 따른 빙충격력
Mesh 형태  Max. Resultant Force (kN)
Model-1 2,300
Model-2 3,500
Model-3 1,000

2.4.5 2.24m level ice에서 JIC변화에 따른 변화
(Model-2)

Model 2의 경우에서 JIC 변화에 따른 빙충격력을 살
펴보면 JIC가 변하여도 거의 균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빙 파괴 양상을 보면 JIC가 2750인 경우는 빙 파괴 모드
를 보기 위해 해석시간을 좀 더 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Table 7 JIC 변화에 따른 빙충격력
JIC Max. Resultant Force(kN)
500 790
2000 730
2750 780

Fig. 19(a) 2.24m level ice의 빙-선체 충돌 
거동(JIC=500J인 경우)



Fig. 19(b) 2.24m level ice의 빙-선체 충돌 
거동(JIC=2000J인 경우)

Fig. 19(c) 2.24m level ice의 빙-선체 충돌 
거동(JIC=2750J인 경우)

4. 결 론
아라온호에서의 평탄빙과의 일련의 충돌 해석을 수행하였다. 

빙 모델 중 물성치 입력이 간단한 CEMH 요소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으나 빙 요소의 형태, 모드당 toughness, 빙충돌각 등의 여
러 가지 변화에 대해 충격력이 다양하게 변하여 수치해석에 의해 
구해지는 결과로 쉽게 결론을 얻기 힘들었다. 향후 아라온호의 
북극 게측결과와 비교하여 좀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
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영향을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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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룸 저온 습도제어 특성 비교분석 연구
이춘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재만(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성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for Humidity Control Characteristics of Cold Room

Chunju Lee(KIOST), Jaeman Lee(KIOST), Sungho Kang(KIOST)

요 약

Ship operating in the Arctic ice-covered waters are exposed to numerous hazards and unexpected problems and face a number 
of unique risks such as stability, manoeuvrability, propulsion, access to equipment so icing on the  ship is a major factor in risk 
management. Icing problem is especially an important issue when operating arctic environment as it can cause significant ship 
stability and represent a safety risk of machineries and emergency equipments. Effects of icing due to ice accretion on the ship 
also give rise to a number of operational issues and main obstacle is very low temperature condition and it may reduce the 
effectiveness of numerous components of the ship machineries and propulsion systems. but design requirements against icing 
problems are presently not yet well defined in ice class rules and shipboard winterization requires appropriate standards of 
maritime safety but guidelines are recommendations rather than mandatory direction. In this research humidity generation amount 
was acquired experimentally according to the change of water temperature and ambient temperature and estimated lastly water 
spray rate.

Keywords : Water spray, Humidity, Cold room, Winterization, Ice accretion(착빙), 결빙

1. 서 론
최근 극지방 빙하의 감소로 에너지원, 극지 항로, 환경 등을 

목적으로 한 극지운항용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선
급, 노르웨이선급, 미국선급 등 각 선급에서는 극지운항용 선박
에 대한 Winterization 관련 규약을 가지고 있고 이중에서 러시아 
선급의 rule이 가장 극한 환경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북극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위한 지
침”을 채택하고 지구 온난화와 북극해 빙하의 감소로 인한 선박
의 항해 가능성 증가에 따른 IMO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화된 Polar Code를 개발하는 중에 있다. 특히 선박의 구조, 
선박 기자재 및 극지해역에서의 오염과 인명구조에 관해서 논의
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Polar Code는 최근 20년 가까이 개발과 개정을 거치고 있
지만 아직 정식으로 강제화된 Code는 없는 실정이다.

극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극지환경 즉 저온의 대기온도와 

난류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및 바람에 의해 발생되는 water 
spray 현상에 의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갑판 상부에 착빙 및 
결빙현상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 갑판장비, 항해통신장비 등의 작
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선체 및 모든 장비에도 착빙 및 결빙되어 
stability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보통 선급규정에서도 빙해선
박 설계 시 착빙 및 결빙률을 7cm/h로 가정하여 stability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극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극지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water spray 현상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콜드룸의 
습도제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극지용 저온 설계 및 winterization 평가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빙해선박 의장 및 기자재의 성능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신, 갑판, 항해, 인명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특히 갑판장비와 같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수와 대기온도 차에 의
한 습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콜드룸의 습도제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빙해수조의 콜드룸에서 수행하
였고, 콜드룸의 소형수조에서 발열기와 온습도 계측기를 이용하
여 실험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Icing accretion problem about deck equipments 
of ship operating in ice sea

2. 실험 환경
실험은 Fig. 2의 Test Procedure에 따라 진행된다. 실험 시 콜

드룸 온도와 물의 온도를 설정하고 그 온도가 평형온도에 도달한 
후의 습도를 확인하고 실험 과정에서 물의 양을 기록한다. 온도
센서는 소형 수조의 수면 가까이에 설치하며 수조의 크기는 
L20cm X W25cm X H32.5cm로 총 물의 양은 16L이다.

TEST1은 콜드룸 온도를 기준으로 수온을 변화시키며 습도 발
생량을 계측 하였고 TEST2는 수온을 기준으로 콜드룸 온도를 변
화시키며 습도 발생량을 계측 하였다.

Fig. 2 Test procedure

2.1 시험 절차 및 방법
2.1.1 TEST1

TEST1은 다음의 절차로 실험을 진행한다.

a. 콜드룸 내부에 소형 수조를 설치하고 온도센서, 습도센
서, 발열기를 설치한다.

b. 발열기의 온도를 0°C로 설정한다.
c. 콜드룸 내부 온도를 0°C로 설정한다.
d. c와 동시에 콜드룸 온도, 물의 온도, 습도를 계측하고 

기록한다.
e. 물의 평형온도(0°C)를 확인한 후, 발열기의 온도를 5°C

로 설정한다.
f. e의 물의 평형온도(0°C)에서의 콜드룸 내부온도와 물의 

온도, 그리고 습도를 확인한다.
g. 물의 평형온도(5°C)를 확인한 후, 발열기의 온도를 

15°C로 설정한다. 
h. g의 물의 평형온도(5°C)에서의 콜드룸 내부온도와 물의 

온도, 그리고 습도를 확인한다.
i. 물의 평형온도(15°C)를 확인한 후, 발열기의 온도를 

20°C로 설정한다. 
j. i의 물의 평형온도(15°C)에서의 콜드룸 내부온도와 물의 

온도, 그리고 습도를 확인한다.
k. 물의 평형온도(20°C)를 확인한 후, 이때의 콜드룸 내부

온도와 물의 온도, 그리고 습도를 확인한다. 
l. 콜드룸의 온도를 -10°C로 설정한다.
m. c-k를 반복한다.
n. 콜드룸의 온도를 -15°C로 설정한다.
o. c-k를 반복한다.

2.1.2 TEST2

TEST2는 다음의 절차로 실험을 진행한다.

a. 콜드룸 내부에 소형 수조를 설치하고 온도센서, 습도센
서, 발열기를 설치한다.

b. 발열기의 온도를 5°C로 설정한다.
c. 콜드룸 내부 온도를 0°C로 설정한다.
d. c와 동시에 콜드룸 온도, 물의 온도, 습도를 계측하고 

기록한다.
e. 물의 평형온도(5°C)를 확인한 후, 콜드룸 내부 온도를 

-10°C로 설정한다.
f. e의 물의 평형온도(5°C)에서의 콜드룸 내부온도와 물의 

온도, 그리고 습도를 확인한다.
g. 물의 평형온도(5°C)와 콜드룸 내부 온도 -10°C를 확인

한 후, 콜드룸 내부 온도를 -15°C로 설정한다.
h. 물의 평형온도(5°C)와 콜드룸 내부 온도 -15°C에서의 

콜드룸 내부온도와 물의 온도, 그리고 습도를 확인한다.
i. 물의 평형온도(5°C)와 콜드룸 내부 온도 -15°C를 확인한 

후, 콜드룸 내부 온도를 -20°C로 설정한다.
j. i의 물의 평형온도(5°C)와 콜드룸 내부 온도 -20°C에서

의 콜드룸 내부온도와 물의 온도, 그리고 습도를 확인한
다.



k. 물의 평형온도(5°C)와 콜드룸 내부 온도 -20°C를 확인
한 후, 콜드룸 내부 온도를 -30°C로 설정한다.

l. i의 물의 평형온도(5°C)와 콜드룸 내부 온도 -30°C에서
의 콜드룸 내부온도와 물의 온도, 그리고 습도를 확인한
다.

m. 발열기의 온도를 15°C로 설정한다.
n. 물의 평형온도(15°C)에서 c-l을 반복한다.

2.2 실험 조건
콜드룸 온도와 물의 온도에 따른 습도 발생량을 계측하기 위

해 각각의 콜드룸 온도에 각 물의 온도를 설정하여 총 25case에
서 실험을 실시한다.

Humidity Control Performance Test

Test 목적

콜드룸 저온 시험 평가 기법 개선의 일환으로 해
수와 대기의 온도 변화에 따른 습도 발생량을 비
교하는 실험을 통해 해수와 대기의 온도 차이에 
따른 연관성을 찾는다. 이에 온습도계를 이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계측 및 기록, 분석하여 대기 온도 
변화에 따른 water spray rate를 추정한다.

Ambience 
condition 0°C, -10°C, -15°C, -20°C, -30°C

Water 
temp. 

condition

TEST1 : 0°C, 5°C, 10°C, 15°C, 20°C
TEST2 : 5°C, 15°C(2가지 수온에서 콜드룸 온도 

변화에 따른 습도 발생량 계측)

Checking 
list

- Ambience Temperature
- Water Temperature & amount of water
- Setting Temperature of Heater
- Humidity

Table 1 Humidity Control Performance Test Condition

2.3 실험 사진
소형수조(L20cm X W25cm X H32.5cm(물의 높이))에 16kg의 

물을 채우고 아래 그림과 같이 온도센서를 설치하였다. 온도센서
의 위치는 증발이 발생하는 수면에 가장 가깝게 설치를 하였고 
습도계 역시 수면에 닿지 않을 정도의 근접 거리에 설치하였다. 
수온을 계측하기 위해 thermal couples 4개를 이용
하여 소형수조의 벽 쪽 4방향에 부착하였고 콜드룸 
실내온도 계측용 센서 1개도 수온을 계측하기 위해 
소형수조 벽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소형수조에 물을 채운 높이는 발열기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32.5cm로 하였고 이때의 물의 양은 16kg
이다.  

Fig. 3 Location of thermo-hygrometer

3. 실험 결과
콜드룸 온도( 0°C, -10°C, -15°C, -20°C, -30°C)와 물의 온

도(20°C, 15°C, 10°C, 5°C, 0°C)에 따른 습도 발생량을 계측하
기 위해 각각의 콜드룸 온도에 각 물의 온도를 설정하여 총 
25case에서 실험을 실시한다.

3.1 TEST 1_1 : 콜드룸 온도 0°C일 때 수온 변화에 
따른 습도 발생량

콜드룸의 온도를 0°C로 설정하고 물의 온도를 0°C~20°C까지 
변화시키며 습도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Fig. 4를 보면 가장 낮은 
온도(빨간색)가 콜드룸의 온도이고 중간 온도(파란색)가 물의 온
도이며 가장 높은 값(보라색)이 습도 발생량을 나타낸다. 세로방
향 점선은 왼쪽부터 발열기의 온도를 0°C~20°C까지 변화시킨 
시점이다. 콜드룸의 온도가 0°C로 유지된 후에 물의 온도를 변화
시켰고 물의 온도 변화를 위해 발열기를 사용했는데 발열기가 작
동하면 급격히 수온이 상승하고 수온이 발열기의 설정온도 이상
까지 상승하면 발열기는 꺼지고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 발
생했다. 일정 시간 후, 다시 발열기가 작동하여 수온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발열기를 이용하여 수온



을 높일 경우 원하는 온도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원하는 온도
를 기준으로 2~3°C의 온도 편차를 보였다.

습도 발생량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Fig. 4의 습도 발
생량을 보면 그래프가 아래 방향으로 뾰족하게 튀는 모양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는 습도 발생량이 순간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으로 
콜드룸 온도를 0°C로 유지하기 위해 냉동기가 작동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이로부터 습도 발생량은 온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이후 실험 결과(저온의 
콜드룸 온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특이한 현상이다. 

Fig. 4 The results according to change of water 
temp.(ambient temp. 0°C)

콜드룸 온도 0°C에서의 수온별 습도 발생량을 Fig. 5에 나타
내었다. 수온이 0°C에서 5°C로 높아졌을 때 습도 발생량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안정적인 습도 발생량에 도달하지 않
았기 때문이고 이후 수온 10°C에서 15°C, 그리고 15°C에서 
20°C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습도 발생량도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콜드룸 온도와 물의 온도가 모두 영상일 경우, 
대기와 물의 온도차이가 작기 때문에 습도 발생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Humidity generation amount according to water 
temp.(ambient temp. 0°C)

3.2 TEST1_2 : 콜드룸 온도 -10°C일 때 수온 변화에 
따른 습도 발생량

콜드룸의 온도를 -10°C로 설정하고 물의 온도를 0°C~20°C까
지 변화시키며 습도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Fig. 6의 습도 발생량

을 보면, 콜드룸 온도 0°C(TEST1_1)의 습도 발생량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콜드룸 온도 0°C에서 보다 -10°C에서 
더 큰 습도 변화량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습도 발생량이 온도 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콜드룸 온도 
0°C(TEST1_1)의 습도 발생량은 평형상태가 아닌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확한 습도 발생량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0°C
에서는 물의 표면의 어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습도 발생량 계측에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The results according to change of water 
temp.(ambient temp. -10°C)

습도 발생량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Fig. 6의 습도발
생량을 보면 각 물의 설정 온도에서 수온이 높아지면 습도 발생
량이 증가하고 수온이 낮아지면 습도 발생량도 낮아지는 형상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콜드룸 온도 -10°C에서의 수온별 습도 발생량을 Fig. 7에 나
타내었다. 수온 0°C를 제외한 나머지 온도에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습도 발생량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온 0°C
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습도 발생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았고 낮아지는  

Fig. 7 Humidity generation amount according to water 
temp.(ambient temp. -10°C)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습도 발생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습도 발생량을 확인한 후에 습도 발생량을 측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온 0°C에서는 물 표면의 어
는 현상으로 인해 정확한 습도 발생량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3.3 TEST1_3 : 콜드룸 온도 -15°C일 때 수온 변화에 
따른 습도 발생량

콜드룸의 온도를 -15°C로 설정하고 물의 온도를 0°C~20°C까
지 변화시키며 습도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Fig. 8의 습도 발생량
을 보면, 콜드룸 온도 0°C(TEST1_1)보다는 콜드룸 온도 
-10°C(TEST1_2)의 경향과 유사하다. 콜드룸 온도 -15°C의 결과 
역시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도 발생량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각 물의 설정 온도에서 수온이 높아지면 습도 발생량
이 증가하고 수온이 낮아지면 습도 발생량도 낮아지는 형상을 뚜
렷이 관찰할 수 있다.  

Fig. 8 The results according to change of water 
temp.(ambient temp. -15°C)

콜드룸 온도 -15°C에서의 수온별 습도 발생량을 Fig. 9에 나
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모든 구간에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습
도 발생량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선 실험인 콜드
룸 온도 0°C와 -10°C에서와는 다른 경향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Fig. 9 Humidity generation amount according to water 
temp.(ambient temp. -15°C)

 낮은 콜드룸 내부 온도로 인하여 습도 발생량의 수렴이 빠르게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4 TEST1_4 : 콜드룸 온도 -20°C일 때 수온 변화에 
따른 습도 발생량

콜드룸의 온도를 -20°C로 설정하고 물의 온도를 0°C~20°C까

지 변화시키며 습도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Fig. 10을 보면 콜드
룸 온도 -15°C(TEST1_3)와 같은 경향의 결과를 도출한다. 우선 
-20°C 저온의 콜드룸 내부 온도에서 빠른 습도 발생량의 수렴을 
보이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습도 발생량도 증가하는 현상을 관
찰 할 수 있다. 그러나 콜드룸 온도 -15°C(TEST1_3)의 결과와 
다른 점은 습도 발생량의 그래프에서 콜드룸 온도 
-15°C(TEST1_3)에 비해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발열기가 작동하여 수온을 높일 때 콜
드룸 온도 -15°C(TEST1_3)의 습도 발생량은 급격히 변화는 경
향을 보이는데 반하여 콜드룸 온도 -20°C(TEST1_4)에서는 급격
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이는 습도 발생량의 온도에 대한 민
감도가 -15°C에서 더 크다고 판단되고 그 이유는 콜드룸 내부 
온도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Fig. 10 The results according to change of water 
temp.(ambient temp. -20°C)

전체적으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습도 발생량도 증가하여 같
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콜드룸 내부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 경향의 
눈으로의 확인은 더 용이하였다(Fig. 11).

Fig. 11 Humidity generation amount according to water 
temp.(ambient temp. -20°C)

3.5 TEST1_5 : 콜드룸 온도 -30°C일 때 수온 변화에 
따른 습도 발생량

콜드룸의 온도를 -30°C로 설정하고 물의 온도를 0°C~20°C까
지 변화시키며 습도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Fig. 12를 보면 습도 
발생량 그래프가 다른 콜드룸 실험 조건의 그것만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위글 현상도 거의 없고 매끄러운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데 TEST1_3, TEST1_4와 함께 비교해 보면, 콜드룸의 온도가 낮
아질수록 습도 발생량 그래프가 매끄러워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나 바와 같이 콜드룸 내부 온도의 하강과 관
련이 있어 보고이고 또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습도 발생량도 
증가하는 경향 역시 확인 할 수 있다.

TEST1_3의 실험 결과에서 저온 습도제어 특성 실험 시 습도 
발생량의 수렴을 통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콜드룸 
내부 온도 -15°C 이하의 저온 환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언
급했었다. TEST1_5의 실험을 통하여 콜드룸 내부 온도가 낮아질
수록 즉, 수온과 대기온도(콜드룸 내부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습
도 발생량의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습도 발생량
의 변화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콜드룸 온도 0°C, -10°C, 
-15°C, -20°C의 이전 실험에서는 습도 발생량이 온도에 민감하
게 반응하여 각 물의 설정 온도에서 수온이 높아지면 습도 발생
량이 증가하고 수온이 낮아지면 습도 발생량도 낮아지는 형상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콜드룸 온도 -30°C에서의 습
도 발생량은 수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2). 이는 콜드룸의 온도가 이전 실험온도에 비
해 낮기 때문으로 저온의 대기온도가 습도 발생량에 영향을 주었
다고 판단된다.

Fig. 12 The results according to change of water 
temp.(ambient temp. -30°C)

콜드룸 온도 -30°C에서의 수온별 습도 발생량을 Fig. 20에 나
타내었다. Fig. 20을 보면,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습도 발생량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실험과는 달리, 습도 발
생량이 수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저온의 대기온도의 영향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온 증가에 
따른 습도 발생량의 증가하는 현상을 전 구간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수온 0°C에서 얼음을 계속 깨주며 안정적인 습도 발생량을 
확인하고 이를 계측하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습도 발생량도 증가는 하고 
있으나 그 상승 폭이 다른 실험 조건에 비해 매우 작다. 이는 
TEST2를 통한 추가 실험을 통해 경향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각 콜드룸 온도에 따른 습도 발생량의 변화를 Fig. 14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습도 
발생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콜드룸 온도 0°C

Fig. 13 Humidity generation amount according to water 
temp.(ambient temp. -30°C)

와 -10°C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전 구간에서 확인되지 않는
다. 콜드룸 온도 0°C에서는 수온과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
문에 습도 발생량이 크지 않아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콜드
룸 -10°C의 0°C수온에서는 계측 오차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습도 발생량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것
은 콜드룸 온도 -20°C이고 또한 가장 큰 습도 발생량
(78.716%rh)을 보이고 있다. 콜드룸 온도 -30°C에서 평균적으
로 가장 작은 습도 발생량을 보였는데(습도 발생량의 경향 파악
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콜드룸 온도 0°C 제외) 이는 저온의 
대기 온도로 인해 습도 발생량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
다.

습도발생량
(%rh)

물 온도(°C)
0 5 10 15 20

콜
드
룸
온
도

0 61.89 58.51 57.32 58.95 60.64
-10 77.87 70.54 71.51 72.64 75.16
-15 65.69 66.87 68.81 71.18 75.42
-20 65.57 69.84 73.03 76.64 78.71
-30 65.44 67.49 69.13 69.85 70.03

Table 2 Humidity generation amount according to water 
temp.

Fig. 14 Humidity generation amount according to water 
temp.(ambient temp. 0°C~-30°C)



3.6 TEST2 : 수온 5°C와 15°C일 때 콜드룸 온도 
변화에 따른 습도 발생량

TEST1의 결과로부터 저온 습도제어 특성에 관한 결론을 도출
하기 힘들어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TEST2에서는 수온 
5°C와 15°C에서 콜드룸 온도를 각각 0°C, -10°C, -15°C, 
-20°C, -30°C로 변화시키며 습도 발생량을 측정하였다. 이번 실
험은 TEST1의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므로 TEST1
의 결과와 함께 결과를 확인한다. Table 3, Fig. 15, Fig. 16은 
콜드룸의 온도와 수온에 따른 습도 발생량을 보여주고 있다. 
Table의 세로축은 콜드룸의 온도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물의 온도
를 나타낸다. 경향을 보면 Table의 오른쪽(수온 상승) 위로(콜드
룸 온도 상승) 갈수록 습도 발생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Table의 왼쪽(수온 하강) 아래로(콜드룸 온도 하강) 갈수록 습도 
발생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콜드룸 온도 0°C와 수온 
10°C, 콜드룸 온도 0°C와 수온 20°C, 콜드룸 온도 -20°C와 수
온 20°C에서는 전체적인 경향에 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를 
Fig. 15에 보였고 이 데이터는 Table 3의 사각박스로 표시하였
다. 경향을 좀 더 쉽게 확인하기 위해 Fig. 16에는 경향에 반하
는 데이터를 제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습도발생
량(%rh)

물 온도(°C)
0 5 10 15 20

콜
드
룸
온
도

0 67.81 73.55 59.31 78.66 62.12
-10 69.55 71.02 73.85 76.02 76.87
-15 67.66 67.62 71.18 74.89 75.20
-20 65.62 66.41 70.67 74.25 76.62
-30 65.36 66.03 69.23 69.94 70.10

Table 3 Humidity generation amount according to 
ambient temp. and water temp.(TEST1+2)

Fig. 15 Humidity generation amount according to 
ambient temp. and water temp.(TEST1+2)

4. 결론
본 연구는 콜드룸 저온 시험 평가 기법 개선의 일환으로 해수

와 대기의 온도 변화에 따른 습도 발생량을 비교하는 실험을 통

Fig. 16 Humidity generation amount according to 
ambient temp. and water temp.(TEST1+2)

해 해수와 대기의 온도 차이에 따른 연관성을 찾기 위해 실시하
였다. TEST1은 콜드룸 온도 0°C, -10°C, -15°C, -20°C, -30°C
의 5개 온도와 수온 0°C, 5°C, 10°C, 15°C, 20°C의 5개의 온도, 
총 25cases에서 습도 발생량을 계측하였고 TEST2는 5°C, 15°C
의 2개 수온과 0°C, -10°C, -15°C, -20°C, -30°C의 5개 콜드
룸 온도에서 실시되었다. TEST1과 TEST2의 결과에서, 같은 콜
드룸 온도에서 수온에 따른 습도 발생량을 보면, 수온이 증가할
수록 습도 발생량도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수온
에서 콜드룸 온도에 따른 습도 발생량을 보면, 콜드룸 온도가 낮
을수록 습도 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콜드룸 0°C와 
수온 0°C를 제외하면, 수온(습도발생량) = 5°C(4.99%rh), 
20°C(6.77%rh), 콜드룸 온도(습도발생량) = -10°C(5.85%rh), 
-30°C(4.07%rh)로 평균 5.42%rh의 습도발생량 차이를 보인다.

이번 실험에서의 결과는 수온과 대기온도 변화에 따른 습도 
발생량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값을 정량적 지표
로 보기 보다는 극지 운항용 선박의 갑판장비와 같이 해수와 대
기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자재에 적용을 위한 온도와 습도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와 해수의 온도 차이에 의한 습도 발생량 변화에 대한 연구
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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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빙성능 시험기법 및 최적화 기술(PNS184B)” 과제의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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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서해안에서의 해빙(Sea-ice) 탐지 및 추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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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al Reg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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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a sea-ice detection algorithm using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which is one of three 
payloads onboard the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that was launched into a geostationary 
orbit at 36,000 km from the Kourou Space Center, French Guiana, on June 27, 2010. Optical data reveals a difference
between sea water and ice which show different optical characteristics due to reflective properties of matter. We investigated 
the optical characteristics of sea ice for each band and for each area because the optical property changes with respect to 
the position or sea area. During the two winter periods from December to February, 2010-11 and 2011-12, we applied a 
sea ice extraction method to GOCI images for the regions the northern areas of the Yellow Sea as shown in the figure. Sea 
ice was firstly observed in December. Sea ice area had waved back and forth from land to ocean and the extent was getting
larger as time passed, and both terms of detected sea ice melted in March. The repetition of freezing and melting would be 
finely changed in every year. In addition, we try to find a way to show a sea ice intensity instead of sea ice concentration.

 
Keywords: Sea Ice, West(Yellow) Sea, GOCI 
 
 

1. Introduction 
 
Long-term changes in Arctic sea ice are an index of 

climate change. The sea ice observation using a passive 
microwave sensor has been continued from 1970’s. The 
determination of sea ice extent and ice type is one of the 
great successes of the passive microwave imagers. But it 
does not giv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exact 
position and properties of sea ice. Since the polar regions 
are often cloud covered, active microwave sensors 
including altimeters, scatterometers, real aperture radars 
(RARs) and synthetic aperture radars (SARs) are the 
most useful remote sensing instrumentation for these 
regions. Even so, the temporal resolution is not enough to 

understand fully a temporal change of sea ice because it 
is in sun synchronous orbit.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sensor 
aboard 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acquires eight channels of 
multispectral images that provide hourly coverage of a 
2500 km2 area at 500 m resolution, with 16 slots 
positioned in four lines and columns, as shown in Fig. 1. 
Therefore, GOCI could be a useful tool to monitor sea ice 
in near real-tim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2. Data and Methods 

 
GOCI’s spectral bands have the primary use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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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B1 shows yellow substance and turbidity, B2 
Chlorophyll absorption maximum, B3 Chlorophyll and 
other pigments, B4 turbidity, suspended sediment, B5 

baseline of fluorescence signal, Chlorophyll and 
suspended sediment, B6 atmospheric correction and 
fluorescence signal, B7 atmospheric correction and 
baseline of fluorescence signal, B8 aerosol optical 
thickness, vegetation, water vapor reference over the 
ocean. 

In the research area, usually winter season means the 
three months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refore we 
processed GOCI data obtained from 2010 December to 
2012 February.  We made two research areas: 1) the 
regions the northern areas of the Yellow Sea and the East 
Sea, and 2) the Okhotsk Sea. 

Although we skip the detailed explanation, there are 
many complex steps to extract sec ice from the data 
because the optical property is a function of time, region 
(sea area), and atmospheric conditions.  

 
 

3. Results 
We applied a sea ice extraction method to GOCI images 
for the regions the northern areas of the Yellow Sea as 

shown in the figure. Figure 2 shows the sea ice coverage in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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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a ice distribution in the Northern 
region of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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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area covered by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coverage in the 
figure. Usually sea ice is observed in the black rectangle boxes, showing the northern areas of the 
Yellow Sea and the East Sea, and the Okhotsk Sea. 



빙파괴 거동 모사용 LS-DYNA 사용자 정의 서브루틴 개발
김슬기(부산대학교), 최윤혁(부산대학교), 이제명(부산대학교)

Development of LS-DYNA user defined subroutine for describing 
failure behavior of ice

Seul-Kee Kim, Yun-Hyuk Choi and Jae-Myung Lee 

요 약

극지방에서 활동하는 극지 운항용 선박 및 해양구조물은 빙하나 유빙과의 충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또한, 쇄빙선의 경
우 운항 중 쇄빙과정을 통해 빙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므로 위 구조물의 구조안정성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빙의 재료특
성에 관한 연구는 빙 재료의 재료거동 및 파손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빙의 재료거동 및 파괴에 있어서, 빙 
재료내부의 결함의 발생과 성장은 재료 특성에 영향성이 큰 주요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빙 파괴거동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중에 따른 재료 내부의 체적결함을 상태변수로 표현하는 역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빙 파괴거동 모사 역학모델의 전산해석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유한요소정식화 과정이 필요하며, 전술한 빙과 구조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양해법을 통한 정식화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빙의 파괴거동 모사를 위해 크리프-손상 모
델을 채용하여 이들 점증형태의 모델을 양해법을 기반으로 이산화 한다. 유한요소해석에 적용을 위해 사용자 정의 재료 서브루틴
인 LS-DYNA user defined subroutine을 개발하고, 개발 서브루틴의 검증을 위해 3점 굽힘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와 전산해
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개발 서브루틴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Keywords : Ice failure(빙파손), Creep-damage model(크리프-손상 모델), Damage mechanics(손상역학),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
해석), LS-DYNA user defined subroutine(LS-DYNA 사용자 정의 서브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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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쇄빙 시험평가 기법 개발 및 응답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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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est method for ship impacts with level ice 

Yun-Hyuk Choi1, Seul-Kee Kim1, Jae-Myung Lee1†, Kuk-Su Kim2, Nho-Seong Kim2 
Pusan National University1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2 
 

 

Abstract 
 

According to the growing interest in arctic,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that estimates the ice load and evaluates the 
capability of icebreaking. In this paper, an experimental method was developed to simulate an icebreaking of vessel moving 
forward, and finite element method was used to predict a structural strength under continuous icebreaking operation. A
loading history for ice specimen which is made of fresh water was measured by conducting an ice breaking test regarded as 
brittle failure. In general, ice breaking mechanism in the arctic generates continuous failure due to the weight of the
ice-transiting vessels. Ice tests were performed using a universal testing machine with three load sensors. The load sensors 
were used to measure a peak force during the impacts between an inclined plane and ice specimen. The tes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ice specimen and loading rate in order to analyze the mechanical behavior of fresh 
water ice. The test scenario was designed by considering the actual interacting situation between an arctic ship and level ice, 
and finite element method showed difference between periodic type and non-periodic type by using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Keywords: Icebreaking(쇄빙), Continuous Icebreaking Operation(연속쇄빙작용), Fresh water(담수빙), Ice-transiting Vessels(쇄빙선박), 
Universal Testing Machine(UTM, 만능재료시험장비), Load Sensor(하중센서), Inclined Plane(경사면), Level Ice(평탄빙) 
 

1. 서 론 
 
 육상 자원의 고갈로 인해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극지의 자원개발과 북극해 항로를 통한 물류운송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의 채취 및 극지항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구조물 건조의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극한환경을 고려하는 구조물의 최적설계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국-내외 해운산업 및 조선업체에서는 
빙해역을 운항할 수 있는 쇄빙선박 발주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거대한 빙하나 다양한 종류의 유빙이 존재하는 
극한환경에서 노출되는 위험성 가운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선체와 빙의 충돌로 인한 구조손상이다. 
주기적인 빙충돌이 발생하는 빙해선박에 대해서 설계에 
필요한 빙하중을 100%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빙하중을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선을 이용해 직접 측정하는 것이지만, 과다한 실측 비용과 
함께 선체에 작용하는 빙하중 측정 기준의 정확성에도 많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설계를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Choi and Jeong, 2008). 

본 연구에서는 극지선박의 빙충돌 유기 동하중 평가를 
위해, 연속쇄빙거동을 모사한 실험실 실험방법을 개발하고, 
이로부터 시간주기 하중이력 계측자료를 수집한다. 
전선해석을 수행한 3600TEU의 선수 모델링을 가지고 
계측된 자료를 LS_DYNA에 적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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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쇄빙 모사시험 기법 
 

2.1 개요 
 

빙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빙은 변형률속도, 온도, 
결정 입자의 크기 및 방향, 체적결함의 존재 유무에 따라 
재료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빙은 일반 금속과 달리 
낮은 변형률속도에서 연성거동을, 높은 변형률속도에서는 
취성거동의 특징을 보인다(Schulson, 1999). 상기 연구 
내용은 담수빙에 대한 재료 시험 중 압축 시험 평가에서 
변형률속도에 따른 파손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Choi, et al., 
2011). 실제 극지에서 해빙에 대한 연속쇄빙은 취성파괴 
거동을 보인다. 

빙해선박이 극지의 평탄빙 위를 항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빙은 선체구조물과 충돌 이후, 굽힘 모멘트에 의해 
최종적으로 파단을 거쳐 쇄빙 작용이 일어난다. 해빙은 선체 
구조물과 충돌 시 균열 발생 및 진전을 일으키면서 빙 자체 
내 미소 면적 부위에 체적 손실을 일으킨다. 하지만 해빙을 
파단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은 굽힘 모멘트이다. 선체의 
중량을 이용해 하중이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때 하중 
작용점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부분에서 취성파괴가 
발생한다. 

평탄빙(平坦氷)은 변형을 받지 않은 평평한 해빙으로써, 
그 경계조건이 외팔보(cantilever beam)와 유사하다. 하중 
작용점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서 해빙의 상단부위에 인장이 
작용하고 하단부위에 압축이 작용하게 되는데, 빙 재료 
특성상 압축 강도보다 인장강도가 더 취약한 성질 때문에, 
균열의 발생 및 진전은 상단부위에서 시작한다.  

평탄빙 위 발생하는 연속쇄빙은 충돌, 전단 그리고 
굽힘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빙의 전단파괴 또는 
굽힘파괴를 야기시키는 힘이 충분히 크면, 충돌 시 접촉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충격력과 접촉력이 증가하게 된다.  

Fig. 1은 선체에 작용하는 빙하중이 몇몇의 국부하중(local 
peak force)을 포함하는 이유와 빙하중이 단순충격모델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이유를 보여준다(Varsta and Riska, 1977). 
본 실험은 굽힘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경계조건을 외팔보 
형식을 적용하였다. 

 

 
Fig. 1 Ice edge failure process on the side of a ship 

빙 파괴모드가 고려된 하중조건은 수직하중으로 설정하여 
굽힘파괴가 발생하도록 한다. 평탄빙의 경계조건과 유사한 
외팔보 형태를 취하여 빙시편(ice specimen)의 끝단을 모든 
방향과 회전에 대해 고정시켰다. 빙 시편 제작에 있어서 
실제 빙해역 해빙을 고려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폭과 두께에 비해 길이를 최대허용수준의 값으로 정하여 
모사시험을 수행했다. 

Fig. 2의 (a) 사진은 하중센서로써, 삼각지그(triangular jig) 
내에 매입되어, 빙 시편과 지그의 접촉부 최상단에서 
집중하중을 측정하도록 설정하였다. 하중센서는 약 55 
kN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총 3개의 센서를 균일한 지점에 
장착하였고, 그 위에 곡면형의 지그를 덮어 하중 수감이 잘 
이루어지도록 제작하였다. 

 

  
(a)                                (b) 

Fig. 2 Equipment for the ice tests; (a) load cell, (b) triangular jig 
 

2.2 시험 시나리오 
 

연속쇄빙 모사시험은 Fig. 3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상하에 
지그를 장착하여 하단부 지그 위에 빙 시편을 고정시킨다. 
상단부 지그는 삼각지그로써 경사각 30°를 가지며 이는 
극지선박으로 분류되는 선수각 규정 범위에 속한다(RS, 
2003). 하단부 지그는 크게 메인보드(main board)와 
수직지지대(vertical support)로 나뉜다. 메인보드 위에 
고정된 수직지지대는 알파벳 ‘U’와 같이 제작되어 있어서, 
시험 수행 시 삼각지그와 맞물리어 빙 시편을 쇄빙하게 된다. 
이는 자체적으로 굽힘 모멘트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써, 실제 
연속쇄빙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빙 시편은 메인보드 위에 
고정되고 수직지지대에 기대어진 상태로 실험이 진행된다.  

 

 
Fig. 3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procedure and setup 



연속쇄빙 시험은 아래의 시나리오와 
시편의 두께에 따라 분류하여 총 6가지
실험하였다. 실험으로부터 얻는 계측 자료는
-하중이력으로, 만능재료시험장비로부터 
삼각지그에 매설된 3개의 하중센서로부터 
있다. 하지만, 2번째 하중센서(2nd load cell)
부위에서는 집중하중을 받는데 있어 큰 영향을
이유로 정량적 값의 정도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계측자료 분석에서 전체하중과 2nd 하중센
집중하중을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test scenario 

Case Loading rate 
(mm/min) 

Thickness 
(mm) 

R15_T45 15 45 
R15_T62.5 62.5 
R30_T45 30 45 

R30_T62.5 62.5 
R60_T45 60 45 

R60_T62.5 62.5 
Note: * means experimental error (loss of the 2
data) 
 

빙 시편의 제원은 길이 550 mm, 폭 
두께는 45 와 62.5 mm의 값으로 선정하였다
민감하여 결정립계의 구조 변화에 영향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온도 -15 
실험에 앞서 온도에 따른 재료 결정학적 결함의
하였다 (Schwarz, et al., 1981) 

삼각지그가 시편의 두께 방향으로 하중을
수직지지대의 홈과 맞물리어 파단을 야기시키는
작용한다. 파단 부위는 2가지로 분류되는데
경사면의 접촉 부위에서 얼음을 깨어 나가는
발생 및 진전과 함께 나타난다. 둘째는 
모멘트가 부하될 때, 인장강도가 압축강도보다
방향으로 파단이 발생하며, 이는 시편 
22 %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복잡한 빙 재료
및 경계조건의 원인으로, 하중속도와 두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의 (a)는 빙 시편의 제원 사진을,
설정의 최종 사진을, (c)는 빙 시편 접촉부의
(d)는 굽힘 모멘트로 인한 파단 형성을 보여준다

 같이 하중속도와 
가지 경우에 대하여 

자료는 시간주기 
 얻는 전체하중과 
 얻는 집중하중이 

load cell)를 제외한 나머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따라서 본 실험은 
하중센서로 얻은 

 Note 
 
* 
 
 
 
 

Note: * means experimental error (loss of the 2nd load cell 

 120 mm 그리고 
선정하였다. 빙은 온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C에서 보관하여 

결함의 발생을 최소화 

하중을 가하는데, 이때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나가는 것으로 균열의 
 빙 시편에 굽힘 

압축강도보다 약한 빙은 폭 
 전체 길이의 약 
수 있었다. 이렇게 
재료 특성과 하중 

두께에 따라 그 차이가 

 (b)는 실험 장비 
접촉부의 파단 형성을, 

보여준다. 

 
(a)                           (b)

 
(c)                           (d)

Fig. 4 (a) Photograph of ice specime
experimental setup; (c) and (d) Photograph of the ice 
test according to the phase of a fracture
 

2.3 시험 결과
 

일반적으로, 만능재료시험장치
2nd 하중센서(load cell)로부터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하중을 
기울기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게
집중하중을 받는 결과에서는 급경사가
수 있었다.  

시편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60 mm/min일 때는 다른 시나리오의
최대하중(peak force)이 나타남을
파단부위 및 길이가 하중속도에
말한다. 
 

(a)R15_T45

 
(a)                           (b) 

 
(c)                           (d) 

specimen; (b) Photograph of 
Photograph of the ice breaking 

according to the phase of a fracture 

결과 및 고찰 
만능재료시험장치(UTM)로 받는 전체하중과 

 받는 집중하중 값의 상당한 
 받으면서 증가하는 경사면의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급경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2차 쇄빙에 도달하기까지의 
확인할 수 있었고, 하중속도가   

시나리오의 경우 보다 더 많은 
나타남을 보인다. 이는 시편의 

하중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임을 

 
(a)R15_T45 



 
(b)R15_62.5 

 

 
(c) R30_T45 

 

 
(d) R30_T62.5 

 

 (e)R60_T45 
 

 
(f) R60_T62.5 

Fig. 5 Force-time history comparing the results from UTM and 
2nd load cell 

 
2.3.1 시편 두께에 따른 시간주기-하중이력 비교 

 
대표적으로, R60_T45와 R60_T62.5의 UTM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적 빙 시편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 쇄빙이 작용하는 시간(duration time)이 길어지고, 
전체하중에서 1.13 kN, 2nd 하중센서에서는 18.48 kN의 
정량적 값의 차이를 보였다. 
 

 
Fig. 6 Force-time history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specimen  
 

2.3.1 시편 두께에 따른 시간주기-하중이력 비교 
 

R15_T45와 R30_T45 그리고 R60_T45의 UTM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하중속도가 느릴수록 duration time 
역시 길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15 mm/min에서 520 s, 30 
mm/min에서 400 s, 60 mm/min에서 195 s로 시험이 
완료되었다. 시편 두께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하중(peak force)의 차이는 없었지만, 이는 시편의 
크기가 작은 이유인 결과로 보여진다. 

 

 Fig. 7 Force-time history according to the loading rate  
 

3. 시뮬레이션 응답 해석 
 

3.1 개요 
 

연속쇄빙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논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Nodal force type의 구조 응답 해석에 
대한 연구를 찾기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속쇄빙과 
모사한 실험방법을 개발 및 수행하며, 빙해선박 전선해석 
모델을 대상으로 쇄빙 유형에 따른 빙충돌 동하중의 작용 
위치를 검토 및 선정하고, 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 빙충돌 
하중에 의한 구조응답결과를 비교하는데 있다. 

상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빙해선박의 연속쇄빙 시 
발생하는 하중을 시간주기이력(force-Time history)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위의 자료를 가지고 하중의 작용 위치를 
고려한 유한요소해석을 LS-DYNA 해석용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3.2 실험 결과의 적용 및 해석 접근 방법 

 



실험으로 얻은 시간주기-하중이력 자료는 실제 연속쇄빙 
시 발생하는 하중 값과 정략적인 크기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빙충돌 시험을 통해 DNV rule 
을 수정한 빙하중 추정식을 도입하여 최대하중(peak 
force)을 수정하였고, 본 실험 자료의 하중거동을 기반으로 
LS-DYNA의 입력자료(input data)를 선정하였다. 제안하는 
빙하중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Choi et al., 2012). 

 
2 1
3 3(sin ) ( )impact iceP f nEag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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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mpactE mv=                                                  (2) 
 

max
ice

c c

P
T B

s =                                                      (3) 
 

여기서, P 는 빙하중, g 는 선수각, impactE 는 충격에 의한 
운동에너지, ices 는 공칭응력, 그리고 f , a , n 은 상수 
값으로 Table 2와 같이 제안한다. m은 충격구조물의 질량 (unit: 
1000 kg), v 는 충격속도 (unit: m/s)이고, maxP 는 최대하중 
(unit: kN)이며, cT & cB 는 빙 시편의 두께와 폭의 길이 (unit: 
mm)이다. 

 
Table 2 The constants of a design load equation 
Constants 20 ̊ 25 ̊ 30 ̊ 40 ̊

f  4.268 3.889 5.347 10.6 
a  0.1041 0.04184 0.03752 0.01032 
n  9.868 9.847 6.219 5.882 

 
실제 평탄빙 위를 항해하는 쇄빙선박은 빙 두께가 0.5 m의 

경우 10.5 knots로 운항하고, 빙 두께가 1 m의 경우에 5.5 
knots로 운항하는 실 사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Table 3 Scenario for the numerical method about two types 

Case Ship velocity 
(knot) 

Ice load 
(kN) Loading type Duration time 

(s) 

V5.5_L16.8 5.5 16.8 
Non-periodic 0.5 

Periodic 30 

V10.5_L33.5 10.5 33.5 
Non-periodic 0.5 

Periodic 30 

3.3 해석 결과 및 비교 
 

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험 계측 결과를 활용하여, 
해석의 duration time을 선정하였다. Non-periodic type에서 
하중조건을 설정 시, 한 번의 최대하중 이후 더 이상 힘이 
입력되지 않는 것으로 수행한 것이고, 이와 반대로 Periodic 
type은 30초 동안 여러 번의 local force를 포함하는 
최대하중을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V10.5_L33.5의 최대응력은 V5.5_L16.8의 최대응력의 약 
2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빙하중 input data의 정량적 
차이를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ase별 일회성하중과 
주기하중의 응답해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하중으로 인한 잔류응력의 영향임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a) Comparison with loading types at V5.5_L16.8 

 
(b) Comparison with loading types at V10.5_L33.5 

Fig. 8 Comparing the stress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type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빙해선박이 빙해역 위 항해 시 발생하는 

연속쇄빙 과정을 실험을 통해 구현하고 이를 토대로 획득한 
시간주기-하중이력 결과를 구조 응답 해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최대하중, duration time만을 
고려한 구조응답해석 방식보다 면밀한 구조건전성 평가를 
가능케 하리라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빙해선박의 연속쇄빙을 만능재료시험기를 활용한 실험 
기법을 개발하여 모사하였다.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연속쇄빙의 역학적 메카니즘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모사할 
수 있도록 시험 장비를 제작하였다. 선수형상을 이상화하여 
보조지그를 제작하였으며, 전체적인 하중이력뿐만 아니라 
선수부의 국부하중이력 또한 획득하기 위해 보조 지그 
내부에 로드셀을 설치하였다. 



시험은 빙두께와 하중속도를 달리하여 시리즈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연속쇄빙에서 나타나는 시간주기-하중이력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중이력은 빙두께가 증가할수록 하중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하중속도가 빠를수록 oscillation 주기가 
짧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하중이력과 국부하중이력의 
비교는 oscillation 주기 및 하중이력양상 자체는 큰 차이는 
없었으며, 하중크기에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구조해석수행을 통해 주기하중을 받은 선수모델이 
일회성하중을 받은 모델에 비해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빙해선박의 연속쇄빙과정을 고려한 
구조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프로세스들이 연속쇄빙을 고려한 극지운항 선박의 
구조건전성 평가 및 설계에 지원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 및 해석에서 빙두께, 선속등과 
같은 조건들이 더욱더 개연성 있게 실제 연속쇄빙과정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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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충돌 시뮬레이션을 위한 역학적 모델에 대한 연구
김태욱, 이탁기, 이종현(경상대학교), 임채환(한국기계연구원)

Study of Mechanical Model for Ice Collision Simulation
Tae-Wook Kim, Tak-Kee Lee, Jong-Hyun Lee, Chae-Whan Rim

요 약

빙해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얼음과의 상호작용으로 받게 되는 빙 충격력을 구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학적 모델을 현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빙 충돌 시뮬레이션과 그것을 위한 역학적 모델
을 고안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의 빙 저항에 대한 측면을 선체 운항 정보 및 기존 연
구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하중은 분리하였고, 추력에 의한 외력 요소를 추가 함으로써 선체 운동방정식을 근간으로 선체에 작용하는 하
중과 추력을 각각의 외력 요소 성분들로 나눈 평형방정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평형방정식은 하중의 측정 및 에너지 기반의 기존 선행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외력 요소를 추정하였고, 실측선에서 측정한 운동성능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체의 운동 측면에서 고려된 평형방정
식에 대입하여 선체의 빙 충격력 계산을 하는 것이 향후 진행 연구의 방향으로 사료된다.

Keywords : Icebreaker(쇄빙선), Ice collision(빙충돌), Mechanical model(역학적 모델), Ice load(빙하중), Equilibrium equations(평형방정식)  
 

1. 서 론
2009년 11월 남극과 북극을 누비게 될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

연구선 아라온 호가 취항했다. 아라온 호와 같은 쇄빙 선박은 해
빙과 부딪히며 운항할 때 선체와 얼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선박은 얼음에 의한 저항을 받게 되고 이는 얼음을 깨는 쇄빙과 
선체에 작용하는 빙하중의 형태로 나타난다. 쇄빙선박에서 이 빙
하중의 크기를 정확히 추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선박이 건조되기 전에 빙해수조에
서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건조 후에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를 이용하여 Fig. 1과 같은 빙 
해역 현장에서 실선시험을 수행하게 된다.(Kim, & Lee, & 
Jeong, & Choi, 2011, Kim,&. Lee,&. Choi, 2012 ) 그런데, 이
러한 시험은 상당한 시간적, 재정적 노력이 수반되므로 이를 대
신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쇄빙선에 작
용하는 하중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빙충돌 시뮬레이션을 위
한 역학적 모델은 아직 이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빙하중 추정식에 대해서 Milano(1973)는 빙판에서의 쇄빙성능
을 예측하기 위한 근거로 Milano는 선박이 평탄빙을 통과하기 위
하여 필요한 에너지 관점에서 예측하였다. 이 에너지의 상당 부

분은 빙판의 두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론은 
한 쇄빙 사이클에 대하여 선박과 빙판과의 상호작용을 5가지 현
상(=수로에 떠있는 빙편을 밀어내는 에너지 , =빙판에 
충돌하여 이것을 깨기 위한 에너지, =선체가 빙판 위로 올라
갈 때 잃는 에너지, =선체가 내려가는 충분한 힘에 의해 빙판
이 깨질 때 드는 에너지, =선박이 전진하며 빙편을 침하시키
는 에너지)으로 구성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두꺼운 빙판의 연속 
쇄빙시 소모되는 전체 에너지를 추정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빙 저항 문제를 하중의 
해석적 측면에서 성분별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현재 캐나다의 
IOT(Institute for Ocean Technology)에서는 Spencer의 방법
(Spencer 1992, Spencer and Jones 2001)을 이용해 쇄빙선박
에 작용하는 빙 저항을 추정한다. Spencer가 제안한 빙 저항 추
정법에서 전체 빙 저항은 4가지 성분(=유체저항 , =빙 
부력 저항 , =빙 제거 저항 , =쇄빙저항)으로 구분된다. 

선박의 운동 data를 적용하기 보다는 얼음의 특성에 대한 결
과물로써 선체의 운동 data를 검증한 Spencer의 방법(Spencer 
1992, Spencer and Jones 2001)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얼음이 깨질 때의 충격력만 고려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얼음
이 깨질 때의 충격력과 얼음이 깨지지 않을 때의 충격력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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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고찰하고, 추력에 의한 힘을 추가함으로써 빙 충격력을 
구하기 위한 평형방정식을 제안하였다. 

Fig. 1 Araon in Chukchi Sea

2. 빙 하중 성분
2.1 프로펠러에 의한 추력 (

 )
프로펠러의 추력에 의해서 선체에 작용하는 외력 요소이다. 

잔잔한 바다에서 운항할 때의 선속과 토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잔
잔한 바다에서의 선체 평형방정식을 세우면 식 (1)과 같다.




=
 +

           (1)

여기서 


의 변위, 속도, 가속도
는 계측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때 유체력 계수들은 수치해석과 수
조 모형실험으로부터 구한다. 해수의 저항력 

 은 선박의 모
형 수조실험 데이터를 적용하여 구하고 난 후 위 식으로부터 프
로펠러의 추력 

 을 구할 수 있다. 

2.2 해수의 저항력 (
  )

해수의 저항력에 의한 외력 요소이다. 해수의 저항력을 구하
기 위해서는 CFD프로그램, 수조 모형실험 등의 여러 가지 방법
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얼음이 없는 수조실험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조
파저항과 마찰저항의 크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빙해 조건의 해수의 저항력 추정은 해수저항력, 빙편을 미는 힘, 
부력에 의한 힘이 고려된 pre-sawn 조건(빙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할 때 빙판을 미리 톱으로 절단해 놓은 상태의 조건)의 수조
실험을 통해 추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ice tank 안의 pre-sawn 조건 실험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저항 
요소들은 빙해역을 고려한 마찰저항, 조파저항, 와류저항이 포함
된다.

Fig. 2 Pre-sawn test in ice tank
(Lee. S.K. Kim. M.C. Lee. W.J. Kim H.S. Lee. C.J. 2011.)

2.3 빙편을 미는 힘 (
  )

 깨진 빙편을 선측으로 밀어내는데 소요되는 저항이다. 이 힘
은 pre-sawn 조건의 빙해수조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빙편을 미는힘은 pre-sawn 상태에서의 저항 관계식
(  - 해수의 저항력 - 빙편 부력에 의한 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빙편을 미는 힘을 무차원화 시키기 위해 



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 ice clearing resistance의 
무차원 계수, = 얼음 밀도, V=모형선의 속도이다. 모형선의 속
도는 빙두께에 관한 Froude수 를 이용해서 무차원화 시킨다. 
  , 여기서 =빙판의 두께를 나타낸다 (Jeong & 
Choi, 2008).

2.4 빙편의 부력에 의한 힘 (
  )

쇄빙과정에서 깨진 빙편이 선측 및 선저로 밀려 물속에 잠겼
다가 떠오르는 빙편의 부력에 의해 발생되는 저항을 말한다. 이 
힘은 pre-sawn 조건의 빙해수조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빙편 부력에 의한 힘은 속도에 무관하지만 빙편
을 미는힘은 속도에 관련되므로, 모형선의 속도가 매우 저속인 
경우 빙편을 미는힘을 무시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pre-sawn 상
태의 저속구간에서 측정되는 값으로 빙편 부력에 의한 힘을 구할 
수 있다. 빙편 부력에 의한 힘과 부력 ∆의 아래와 같
은 관계에서 무차원 빙부력 저항계수 를 구할 수 있다. 

부력에 의한 힘  =  → = ∆ 
여기서  = nondimensional coefficient of ice buoyancy 

resistance, ∆     (=물의 밀도 =얼음의 밀도), 
= 빙 두께, B = 선박의 최대폭, T = 선박의 최대 흘수이다 
(Jeong & Choi, 2008).

2.5 얼음을 깨기 위한 힘 (
)

얼음과 선체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을 생각하여 선체가 얼
음을 깨기 위한 힘이다. 이 힘은 얼음을 깨기 위해 작용한 힘으



로써 얼음을 깼을 때 반력으로 선체에 작용하는 빙충격력이 아닌 
선체의 무게에 의한 힘으로 정하였다. 이 힘은 Fig. 3의 얼음 압
축 특성 측정기로 측정한 얼음 두께와 속도, 접촉면적을 고려한 
실험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Fig. 3 Portable uniaxial compression tester
(Kim, D.H Park, Y.J. Choi, K.S. 2012,)

2.6 얼음의 저항력 (빙충격력)
얼음과 충돌할 때 얼음이 저항하는 힘이다. 이 저항력을 얼음

이 깨질 때의 충격력만 고려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얼음이 깨질 
때의 충격력과 얼음이 깨지지 않을 때의 충격력으로 구분하여 고
찰하였고 이 두 충격력의 합을 빙 충격력으로 간주하였다.

2.6.1 얼음이 깨질 때의 충격력 (
 )

이 힘은 Fig. 4와 같이 선체가 얼음과 충돌하여 얼음이 깨질 
때 선체에 가해지는 외력 요소이다. 이 힘은 얼음을 깨기 위한 
힘과 크기가 같지 않다.하지만 얼음이 깨질 때도 선체에 외력이 
가해지므로 그 때의 충격력이다. 얼음 하중과 속도와 버턱 라인
의 각도의 관계에 따른 얼음 모형 시험을 통한 추정식으로 추정
할 수 있다.

Fig. 4 Ice breaking
(Raed Lubbad, Sveinung Loset. 2011)

2.6.2 얼음이 깨지지 않을 때의 충격력 (
 )

얼음과 충돌하였지만 얼음이 깨지지 않았을 때의 충격력으로, 
이 힘은 뉴턴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을 통하여 얼음이 저항
하는 힘을 그 때의 얼음이 배에 가하는 충격력으로 간주하였다. 

평형 방정식의 나머지 항들의 계산을 통해서 이 충격력을 최종적
으로 구해야 할 변수로 판단된다.

3. 선체 평형방정식
선체 평형 방정식을 얼음과 선체의 상호작용 과정의 여러 가

지 외력 요소들로 분리하여 나타내었다. 얼음이 깨질 때의 충격
력만 고려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얼음이 깨질 때의 충격력과 얼
음이 깨지지 않을 때의 충격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추력에 
의한 힘을 추가함으로써 빙 충격력을 구하기 위한 평형방정식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선체 평형방정식과 각각의 외력 요소들을 다
음과 같이 정하였다.






=
 +

 +
  +

  +
+

 +
    (2)  

           
여기서 [] = 질량 계수(Mass coefficient)

[] = 부가질량 계수(Added mass coefficient)
[] = 감쇠 계수(Damping coefficient)
[] = 복원력 계수(Restoring coefficient)
{} = 변위벡터(Displacement vector)
{} = 속도벡터(Velocity vector)
{} = 가속도벡터(Acceleration vector)


 = 프로펠러에 의한 추력(Ship propeller force)


  = 해수의 저항력(Ship-sea resistance force)


  = 빙편을 미는 힘(Ice clearing resistance force)


  = 빙편 부력에 의한 힘(Ice buoyancy resistance force)


= 얼음을 깨기 위한 힘(Ice breaking force)


 = 얼음이 깨졌을 때의 충격력 (Ice breaking 
resistance force) 


 = 얼음이 깨지지 않았을 때의 충격력(Ice 

non-breaking resistance force)

Fig. 5 Coordinate systems



여기서 =1,2...6 은 유체력의 방향, =1,2...6은 각각 surge, 
sway, roll, pitch, heave, yaw의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Fig. 5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선체 중심의 좌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평형 방정식은 다음의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한다. 첫 번
째, 얼음이 선체와 부딪히면서 전단방향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열 또는 소리에 의한 에너지는 미소하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깨진 얼음이 스스로의 운동으로 파괴될 때의 에너지 손실은 미소
하다고 가정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선박의 실측 운동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여 선체에 

작용하는  빙 충격력을 구하기 위한 역학적 모델을 고안하는 방
법으로써 얼음이 깨질 때의 충격력만 고려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얼음이 깨질 때의 충격력과 얼음이 깨지지 않을 때의 충격력으로 
나누어 구분하였고, 이 두 충격력의 합을 빙 충격력으로 간주하
였다. 또한, 추력에 의한 힘도 추가함으로써 빙 충격력을 구하기 
위한 평형방정식을 식 (2)와 같이 제안하였다. 그리고 선체 운동
방정식과 외력 하중 요소를 근간으로한 이 방정식으로부터 선체
에 작용하는 빙 충격력을 구하고자 하였다.

선체에서 측정한 운동성능 data와 각각의 외력 요소에 대한 
실험 추정식과 이론으로부터 각각의 외력 요소 성분들의 계산 결
과를 이 평형 방정식에 적용하여 선체의 빙 충격력 계산을 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진행 방향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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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V 기본선형에 대한 저항추진성능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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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wering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Basic Hull Form of a PSV

Chun-Ju Lee(KIOST), Jong-Gil Yeom(KIOST), Kuk-Jin Kang(KIOST)

요 약
Present paper shows the powering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basic hull form of a PSV(Platform Supply Vessel) 

through the numerical calculation and model test. Two(2) basic hull forms with a medium type and a high nose type 
bulbous bow at each were designed by modifying a parent hull form. Numerical simulations were carried to select the 
better hull form in the view point of the wave profile among two basic hull forms. And model tests for the selected hull 
form I(F1+A1)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powering performances at MOERI's towing tank. Twin-azimuth thruster 
units were used for the self-propulsion test. As the test result, achievable speed at the design draft was estimated as 
12.7 knots with the engine delivered power 5,694PS and the quasi-propulsive coefficient was 0.46.
Keywords : Platform Supply Vessel, Hull form design, Numerical calculation, Powering performance, Azimuth thruster

1. 서 론
일반적으로 Worldwide용 PSV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석

유나 가스의 시추 및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와 건화물의 운송과  각
종  폐기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선박은  전기추진장
치, 위치제어 장치, 냉각시스템, 소화설비 및 유출유 회수장비 등이 
탑재되므로  일반배치가  복잡하여 설계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선
박에 대한 설계와 건조기술은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만 국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 대형조선소에서는 해
양플랜트 사업이 주력 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PSV
의 설계와 건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설계 핵심기
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 상선에 비하여 특수선 범주에 들어가는 PSV는 국내의 
자체 기본설계 실적이 전무한 형편이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기본도면들을 구매하여 간헐적으로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
는 상황이다. 비록 이 분야에 시작은 늦었지만 세계 조선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조선기술의 역량으로 볼 때 빠른 시간 안에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 시발점이 되는 초기 PSV 선형개발과 그 저항추
진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제성을 고려

하여 선정된 주요목을 바탕으로 우수한 저항성능 확보를 위하여 
두 가지 선수벌브 형상을 설계하고, twin-Azimuth thruster를 적
용하여 우수한 추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미형상을 설계하
였다. 두 가지의 선수선형에 대해서 수치계산을 통하여 파형관점
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선수선형을 채택하였고 모형시험
을 통하여 그 저항추진성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기본선형 개발
2.1 선형개념 정립

설계 PSV(개발선)의 설계속도는 13노트를 목표로 하고 있으
며 그 주요목을 Table 1에 보인다. 본 개발선의 난이도를 유사선
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여 정확한 선형개념을 정립하고자, 먼저 선
정된 주요목과 선형계수가 유체성능 관점에서 제대로 선정되었
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중속선의 선형개발은 선형개념의 정립이 가장 중요하며, 선형
개발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1, 2, 3]

  - 주어진 배수량과 주요목에 따라 방형비척계수(CB)는 정해
지는 것이나 선속과 구획배치를 고려하여 적절히 CB를 감소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Table 1. Principle dimensions of the designed PSV
LPP (m) 80.00
B (m) 20.00
D (m) 8.60
Load 
Condition  Design Ballast Scantl.
∇A (m3) 7390.823 6035.040 8101..891
TF (m) 6.500 5.448 7.000
TA (m) 6.500 5.613 7.000
TMEAN (m) 6.500 5.531 7.000
KB (m) 3.608 3.065 3.883
LCB   (%) -2.46 -1.57 -2.388
CB 0.7075 0.6799 0.7203
CW 0.8842 0.8646 0.8896
CM 0.9868 0.9845 0.9877

Azimuth 
thruster 용 
프로펠러

Ds/Dm (m) 3.0 / 0.2143
P/D mean 0.8891

Ae/Ao 0.7888
Z 4

엔진 
전달마력 5,694PS

  - 중속선 계획흘수상에서의 수선형상(LWL)은 고속이 될수
록 선수입사각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하며 LWL의 최대폭은 가능한 
한 선미쪽에 위치하고, 선체후반부에 있어서의 접선각(tangent 
angle)은 가급적 작아야 한다. 

  - 또한 선미transom 형상을 가급적 수면위로 배치해서 선
미유동이 transom면으로 부터  분리되면서 선미에 trough를 형
성하여 배의 가상길이를 연장하는 효과와 와류 감소로 저항감소
를 기대할 수 있다.(Fig.1 참조) 

Fig. 1 stern immersion effect

  - 종방향 부력중심(Lcb)도 저항과의 관련에 있어서 중요시
되고 중속선일수록 선수쪽으로 이동시켜서 구획배치에 유리하게 
하면서 선수 조파저항과 쇄파저항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Lcb의 위치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2.2 기본선형 설계

위에서 설명된 선형개념에 따라 선수벌브 형상을 medium 
type과 high nose type으로 설계된 선수선형 2척(F1, F2)과 
twin-Azimuth thruster를 부착할 수 있는 선미선형 1척(A1)을 각
각 설계하였다. 

특히 중속선은 선형특성이 유체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선형설계에 있어서는 선수와 선미선형을 서로 다른 개념
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선수선형은 조파저항과 
쇄파저항 감소 및 내항성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선미선형은 선
미침하와 부가물에 의한 저항 증가 최소화 그리고 추진효율과 캐
비테이션 성능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2.2.1 선수선형
일반적인 중속선의 유체역학적 특성 중에 조파저항과 쇄파저

항은 선수선형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선수선형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로는 Lcb위치, Cp-curve형상, DLWL형상, 선수
벌브 및 늑골선 형상 등이 있으며, 모두 유체역학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로는 배의 크기, CB, 배의 속도, 각종배치 및 운항조건 등이 있
으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선형개념을 도입하
여 성능이 우수한 선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먼저 주어진 배수량과 주요목에 따라 CB는 결정되지만 중앙횡
단면적계수(CM)과 Lcb는 주어진 CB와 Froude수(Fn)를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되어야 하며, 이 값에 따라 Cp-curve형상을 비롯한 
주요 설계개념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Fig. 2와 3에 두 척의 선형 F1+A1과 F2+A1의 선도를 보인다.  
여기서 Cp-curve 형상은 전체적으로 완만하면서 선수 끝단부

에서는 부드러운  hollowness를 갖는 형상으로 설계를 하였다.[ 
4] 

DLWL형상과 늑골선 형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DLWL형
상에 따라 늑골선 형상도 같이 변하게 된다. 본 개발선의 DLWL
형상과 늑골선 형상은 만재계획흘수에서 선수의 half- entrance
각을 감소시켜 늑골선의 형상을 UV형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선수벌브는 배의 길이를 증가시키고 선수 Cp-curve를 
완만하게 하는 효과로 인하여 조파저항과 쇄파저항을 감소시키
고 내항성도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F1 선형은 medium type
형으로 선수벌브와 직선으로 설계하였고, F2 선형은 high nose 
type형 선수벌브로 설계하였다. 

Lines1

DATE : FEB. 08, 2013

A.P. F.P.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 D I M E N S I O N S >

L P P =  80.000  M

L W L =  86.707  M

BEAM  =  20.000  M

DRAFT =   6.500  M (TF)

          6.500  M (TA)

L/B   =   4.000

B/T   =   3.077

VOL   =   7325.8 M**3 

S     =   2140.2 M**2

CB    =   0.7044  

CBE   =   0.6203  

CBR   =   0.7257  

LCB   =  -2.41 % of LPP

CW    =   0.8848  

CWE   =   0.6786  

CWR   =   1.0654  

CM    =   0.9872 (BR = 2.200 M)

S.C.L =  0.000 M 

SPEED = 16.00 KTSSPEED = 16.00 KTS  (FN   =  0.294)

LE   =   36.000 M (45.00 %)

LX   =    8.000 M (10.00 %)

LR   =   36.000 M (45.00 %)

AFP  =   18.195 M**2 (14.18 % of AM)

KB   =    3.620 M

KM   =    9.267 M

BL   =    2.200 M

LCF  =   -6.506 M

TPC  =   14.511 Ton

MTC  =   45.387 Ton-M

D.L.W.L D.L.W.L

-0.90 ST : 0.1521

 0.00 ST : 0.2237

 1.00 ST : 0.3295

 2.00 ST : 0.4568

 3.00 ST : 0.5941

 4.00 ST : 0.7253

 5.00 ST : 0.8355

 7.00 ST : 0.9700

 8.00 ST : 0.9934

 9.00 ST : 1.0000

10.00 ST : 1.0000

11.00 ST : 1.0000

12.00 ST : 0.9904

13.00 ST : 0.9532

14.00 ST : 0.8614

15.00 ST : 0.7202

16.00 ST : 0.5559

17.00 ST : 0.4039

18.00 ST : 0.3015

19.00 ST : 0.2186

20.00 ST : 0.1418

20.52 ST : 0.0917

CP  = 0.7135

CPF = 0.6655

CPA = 0.7616

D.L.W.LD.L.W.L



Fig. 2 Hull form I(F1 + A1)
Lines2

DATE : FEB. 08, 2013

A.P. F.P.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 D I M E N S I O N S >

L P P =  80.000  M

L W L =  87.555  M

BEAM  =  20.000  M

DRAFT =   6.500  M (TF)

          6.500  M (TA)

L/B   =   4.000

B/T   =   3.077

VOL   =   7320.6 M**3 

S     =   2134.0 M**2

CB    =   0.7039  

CBE   =   0.6194  

CBR   =   0.7256  

LCB   =  -2.42 % of LPP

CW    =   0.8903  

CWE   =   0.6907  

CWR   =   1.0655  

CM    =   0.9868 (BR = 2.200 M)

S.C.L =  0.000 M 

SPEED = 16.00 KTSSPEED = 16.00 KTS  (FN   =  0.294)

LE   =   36.000 M (45.00 %)

LX   =    8.000 M (10.00 %)

LR   =   36.000 M (45.00 %)

AFP  =   19.255 M**2 (15.01 % of AM)

KB   =    3.627 M

KM   =    9.286 M

BL   =    2.200 M

LCF  =   -6.223 M

TPC  =   14.601 Ton

MTC  =   46.272 Ton-M

D.L.W.L D.L.W.L

-0.90 ST : 0.1521

 0.00 ST : 0.2237

 1.00 ST : 0.3294

 2.00 ST : 0.4569

 3.00 ST : 0.5943

 4.00 ST : 0.7254

 5.00 ST : 0.8362

 7.00 ST : 0.9705

 8.00 ST : 0.9937

 9.00 ST : 1.0000

10.00 ST : 1.0000

11.00 ST : 1.0000

12.00 ST : 0.9907

13.00 ST : 0.9539

14.00 ST : 0.8583

15.00 ST : 0.7168

16.00 ST : 0.5535

17.00 ST : 0.4001

18.00 ST : 0.2980

19.00 ST : 0.2219

20.00 ST : 0.1501

20.52 ST : 0.0919

CP  = 0.7134

CPF = 0.6649

CPA = 0.7618

D.L.W.LD.L.W.L

Fig. 3 Hull form II(F2 + A1)

2.2.2 선미선형
선미선형은 선미침하와 부가물에 의한 저항, 그리고 추진효율 

및 캐비테이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선미선형을 
설계할 때는 저항과 추진성능 및 추진기 진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체역학적 특성들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선미선형을 설계하여
야 한다. 선수선형과 마찬가지로 선미선형의 설계변수로 Lcb위
치, Cp-curve와 늑골선 형상, DLWL형상 및 stern profile 등이 
있으며, 주어진 CB와 선속에 따라 적절히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선미선형의 설계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미늑골
선의 형상이다. 선미선형에 주로 채택되어지는 늑골선 형상은 
conventional V type과 U typ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진장치
에 따라서도 약간 변화될 수 있다.

본 설계에서는 선미선형으로 무난하고 특히 twin-Azimuth 
thruster를 부착할 수 있도록 conventional U type의 선미 늑골선 
형상을 택하였고 추진기의 설치 높이에 맞추어서 다소 아래로 처
지도록 설계하였다.[Fig. 2]

3. 기본성능 해석
3.1 파형계산 비교 및 선수선형 선정

먼저 앞에서 설계된 2척의 선수선형에 대해서 NAPA RANS 
CODE를 이용하여 파형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
여 우수한 선수선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Fig. 4에는 선속 14노
트(Fn=0.257)에서 계산된 전체 파형을, Fig. 5에서는 선측 파고
를 각각 비교하여 보인다.

선형I이 선수부와 어깨 영역에서 발생시키는 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선형II보다 파형 특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
서 선형I을 기본 선수선형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Fig. 4 Comparison of wave patterns
(basic hull form Ⅰ& II, 14 knots)

Fig. 5 Comparison of the wave profile hull form Ⅰ&Ⅱ

3.2 모형시험 및 해석
앞에서 선정된 기본선형(F1+A1)에 대하여 설계흘수와 발라

스트흘수 및 스캔틀링흘수에 대하여 저항시험과 자항추진시험을 
통하여 저항추진성능을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시험에 사용된 모
형선은 Fig.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축적비가 1/23.5로서 길이가 
약 7.0m이고 목재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모형시험 종류와 조건
을 Table 2에 정리하여 보인다.



Fig. 6 Model ship of the basic hull form Ⅰ

Table 2 Model test conditions
시험종류 흘수조건 속도 비고
저항시험 Design(6.5m/6.5m) 8속도 -
자항시험 “ 6속도 Twin-Azimuth
저항시험 Ballast(5.448/5.613) 8속도 -
자항시험 “ 6속도 Twin-Azimuth
저항시험 Scant.(7.0m/7.0m) 7속도 -
자항시험 “ 6속도 Twin-Azimuth

3.2.1 저항시험
저항시험은 추력선(thrust line)상에 저항동력계를 설치하여 선

체의 저항을 동시에 계측하였다. 모형선은 Heave와 pitching을 
제외한 XYZ방향의 운동은 구속시키고 모형선을 속도별로 예인하
여 속도별로 전저항값(RTM)을 계측하였다. 

특히 Twin-azimuth thruster units(w/o propeller)를 부가물로 
부착하여 저항시험을 수행하였고, 선수 선미에는 trim gauge를 
부착하여 선체의 항주자세도 계측하였다.

저항시험의 해석은 1978 ITTC 해석법을 근간으로 한 Froude 
방법으로 수행하였다.[5] 실선의 전저항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
였다.

CTS=CFS+CR+CA+CAA

PES=1.36⋅CTS⋅
1
2
⋅ρS⋅S S⋅10

-3 (PS)

여기서 마찰 저항계수C FS는 1957-ITTC상관곡선을 사용
하였다.  CA는 모형선-실선 상관수정계수로서 여기서는 

0.0003를 사용하였다.  CAA는 공기저항계수로서 여기서는 이
를 무시하였다. 결과해석은 당 연구소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
[6]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저항시험은 3개 흘수(design, scantling, ballast draft)에서 
각각 수행하였으며, Fig. 7에 시험 장면을 보인다. 저항시험 결과
로서 잉여저항(CR), 전저항 계수(CTS)를 Fig. 8에, 유효마력(EHP)
을 Fig. 9에 각각 비교하여 보인다. 

Fig. 7 Resistance test view(design draft, 14.0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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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istance curves for the basic hull form



3.2.2 자항추진시험
모형 프로펠러 KP811/812를 사용한 Twin-azimuth thruster로 

자항추진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저항시험과 동일하게 3개 흘수에
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자항추진시험에서 계측된 속도별 프로펠러 회전수와 토오크 
및 추력 값들로부터 해석한 결과를 Fig. 9에 보인다. 

설계흘수, 설계속도 13노트에서 준추진효율이 0.46이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효율이 작게 나옴으로 인해서 설계흘수에서 설
계속도보다 약간 작은 12.7노트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ballast흘
수에서의 속도가 12.72노트로서 설계흘수에서의 속도와 큰 차이
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설계선형이 ballsat 흘수에서 최적
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기 결과로부터 선수선형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준추진효율의 개선을 위하여 선미
선형과 Azimuth thruster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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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Powering performances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PSV 선형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를 보

이고자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1) 유사선형으로부터 두 척의 기본선형을 도출하였으며, 수
치해석을 이용한 파형계산 결과로부터 기본선형을 선정하였다.

(2) 선정된 기본선형에 대하여 3개 흘수(design, scantling, 
ballast)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그 저항추진성능을 추정하였
다.

(3) 저항시험 결과로부터 전체적으로 조파저항과 쇄파저항이 
유사선에 비하여 크며, 쌍축의 재고 프로펠러를 이용한 Azimuth 
thruster의 추진효율도 기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엔진 전달마력 5,694PS로 설계흘수에서 약 12.7노트의 
속도가 도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계획한 설계속도 
13노트에 비하여 다소 미달된 결과인데, 선형과 추진기 개선이 
필요하다.

(5) 설계된 기본선형에 대하여 Cp_curve 형상과 늑골선 형상 
및 Lcb 위치 등의 선형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
다. 

(6) 특히 선미 transom 부분을 수선면 근처로 변경하고 선미
와류저항에 의한 저항증가를 억제시키고 추진시스템을 설치하기 
쉽도록 선미늑골선 형상 수정도 필요하다. 

(7) 향후 PSV 선형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PSV에 대한 
선형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수한 기본성능을 갖는 선형
을 도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후  기
 본 논문은 산업통상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인 “극지용 PSV 핵
심기술 개발(PNS1930)” 과제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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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빙의 물리적 특성 변화가 빙파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영민, 이승수(충북대학교), 이춘주, 염종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Computational analysis for effect of physical characteristics of 
level ice on ice breaking

Kim, Youngmin, Lee, Sungsu, Lee, Chunju, Yum, Jongkil

요 약

얼음의 재료특성은 복잡하여 탄성체 혹은 소성체라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쇄빙 시의 조건에 따라 연속체적 거동과 파괴 역학적 
거동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얼음을 변형률에 따른 소성 거동체 및 극한의 취성을 갖는 모델, 탄성-완전 소성체인 재료 특성
일 경우에 대해 빙 시편을 통한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을 통한 결과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모형선과 같이 선박이 
진행하면서 평탄빙을 쇄빙할 때 선수부의 형상에 의하여 쇄빙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형상을 단순화시켜 쐐기형 모형과 경사각을 
갖는 판을 이용하여 압축 및 굽힘에 의한 쇄빙 저항에 대해 앞서 연구한 재료 특성을 평탄빙에 적용시켜 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치
해석을 통한 결과를 시험을 통한 저항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Keywords : Breaking resistance(쇄빙저항), Material characteristic(재료 특성), Level ice(평탄빙)

1. 서 론
쇄빙 선박에 의한 빙저항 분석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실해역에서의 실험을 수치해석적 기법을 개발하는 연
구 또한 국내외적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얼음의 복잡
한 물성 특징에 의해 많은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험 환경
에 대한 정확한 모사하기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 국내에서는 실
해역에서의 실험과 빙해수조 내에서 모형빙을 생성하여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모형빙을 평탄빙에 대한 모형선과의 자항시험 
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평탄빙을 
통한 관입실험을 할 경우 형상비와 관입률에 따른 파괴양식이 크
리프, 방사형 균열, 좌굴, 원주형 균열, 스폴링 및 분쇄 등 여러 
가지 파괴양식을 보이는 등 해석을 하는데 있어 복잡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Sanderson 1995). 기존에 선행되어 왔던 빙 파괴 
전산해석은 쇄빙선 ARAON을 이용하여 평탄빙에 대한 쇄빙 저항 
해석을 통해 쇄빙선에 작용하는 응력과 빙 파괴 메커니즘을 연구
한 바 있으며(Nam, 2010), 쇄빙선 모형이 아닌 쐐기형 형상으로 
단순화하여 평탄빙을 통과할 때의 저항 및 얼음의 강도를 예측 
한 바 있다(Lee, 2012).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얼음 시편을 이용해 실험 및 해석을 

통해 제안된 여러 물성에 대해 비교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
에 대해 쐐기형 모델과 경사판에 대한 평탄빙과의 저항 값과 파
괴 메커니즘에 대해 상용프로그램인 LS-Dyna를 통해 해석을 진
행하였다.

2. 빙 재료 특성에 따른 압축시험 해석
2. 1 압축 시험 해석 조건

얼음에 대한 재료 특성을 한가지로 구별하기 난해한 점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얼음의 재료특성에 대해 연속체적 거동 
및 파괴 역학적 거동을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한다. 연속체적 
거동(Continuum behavior)이란 얼음 시편 혹은 평판에 대해 
하중이 가해질 때, 균열이나 파단이 일어나지 않고 허용응력 
이상 가해질 경우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탄성 혹은 연성 크리
프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얼음의 경우 주로 세 가지 형식으
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중이 계속 재하 되더라도 그에 
따른 변형이 생기지 않고 허용응력 이후 파괴되는 순간 탄성 
변형도(Immediate elastic strain), 허용응력 이후에 변형이 선
형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후 변형이 파괴 변형률(Failure strain)
에 도달하게 되면 파괴되는 지연탄성 변형도(Delayed e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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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fferent stress-strain rate curve
   

strain), 그리고 응력에 따른 변형량이 변형률을 통해 비선형 거
동을 하게 되는 크리프 변형도(Viscous creep strain)에 까지 
이르게 된다(Sanderson 1995). 파괴 역학적 거동(Fracture 
behavior)인 경우는 하중이 가해질 때, 취성재료와 같이 균열 
혹은 파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동을 의미하게 되며, 인장파단 
및 압축파단과 같이 균열의 전파에 대해 파괴 역학적으로 해석
을 하게 된다.

그동안 얼음에 대해 재료 특성에 대해 경험적 실험과 이론을 
통해 제안이 되었는데 연속체적 거동일 경우 충돌을 가하는 물
체의 속도 및 충격이 가해지는 대상 물체의 변형률에 따라 
취성 물질(Brittle) 혹은 점소성 물체와 같은 거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정준모 등(2011)은 얼음의 재료 모델에 대해 소개 한 
바 있는데 등방성 탄성 및 탄소성 모델, 토사 탄소성 모델 등
을 얼음에 적용시킬 수 있음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Fig. 1과 같이 변형률에 따른 소성거동을 할 경우 
Wang(1982)의 실험에 의한 응력-변형량 선도에 대해 0.07
 지름과 0.14인 원통형 형상의 얼음 시편을 이용하여 일
축 압축 시험을 통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빙의 물성치에 대한 해석에 앞서 기술한 변형률에 따른 응력-
변형 곡선을 적용시킨 물성 이외에 얼음에 가해진 응력이 충분히 
클 경우 극도의 취성을 갖기 때문에 얼음의 재료적 특성을 취성 
물질로써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취성 물질일 경우에는 재료 
특성에 의해 항복응력에 도달하게 되면 변형이 없이 그대로 파괴
가 된다. 또한, 이밖에도 재료적 특성에 대해 앞선 응력-변형 거
동을 단순화시킨 탄성-완전소성체(Elastic-perfectly plastic 
body)에 대해서도 해석을 실시하였다. 탄성-완전소성체인 재료
는 항복응력에 도달하기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그 이후 
일정한 응력에서 변형이 증가하게 되며 이후 파괴 변형률에 도달
하게 되면 파괴되도록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에 이용된 얼음 
시편의 물성치는 밀도 920 , 탄성 계수 7.3×

 , Poisson’s ratio 0.34이다. 

2. 2 해석 결과
해석은 상용프로그램 LS-DYNA를 통해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료의 변형률에 따른 소성 거동을 하는 모델의 해석 결

Fig. 2 Stress-strain rate curve( ×  )

Fig. 3 Stress-strain rate curve(  ×  )
       

과는 시편의 변형률 ×sec, ×sec일 때의 
변형 거동에 대해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그래프를 그림 Fig. 
2와 Fig. 3와 같이 나타내었다. Wang의 실험에 의한 해석 결과
를 변형률과 응력 선도로 나타낸 것과 해석을 통해 구한 결과와 
비교를 하였는데 두 그래프 모두 항복 응력 0.5까지 선형 
거동을 한 후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후 strain rate가 최대 응
력값 까지 응력이 증가하였다. 그림 3.3.3은 변형률이 
×sec인 경우의 응력-변형률 경화 곡선이며 시편에 
작용하는 응력이 약 4.1인 최댓값에 도달한 후 점차 줄었
다. 변형률이 약 0.003일 때부터 실험값과 해석 값의 경화곡선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그보다 작은 변형률인 경
우에는 일치하게 응력이 변형률에 대해 증가 및 감소하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3.3.4는 변형률이 ×sec일 때
의 경화 곡선이며 역시 수치해석을 통해 구한 결과 값과 실험을 
통해 구한 경화곡선을 통해 비교를 실시하였다. 변형률이 
×sec일 때보다 부분적으로 오차가 더 발생하였지만 
서로간의 변형률에 따른 응력의 증가도의 경향이 유사하며 최
대 응력의 경우 변형률이 약 0.0015sec정도 차이가 나지만 
최대 응력 값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
로 변형률에 따른 응력곡선이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료적 특성이 극한의 취성을 갖고 있는 모델의 경우 항복응
력이 약 2.3이며, 변형이 일어남과 동시에 파괴가 될 수 있
도록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시편의 상부와 하부에서 초기



Fig. 4 Stress curve of brittle material

Fig. 5 Stress curve of elastic-perfectly plasticity material
       

에 가장 큰 응력 분포를 나타내며 항복응력까지 올라감과 동시에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Fig. 4의 시간 당 응력 그래프의 통해 판
단 할 수 있다. 

 탄성-완전 소성체의 경우 앞서 해석을 수행한 변형률에 따
른 소성거동을 하는 재료 특성의 경화곡선에 대해 단순화 한 
모델로써, 항복응력까지 선형으로 증가하게 한 뒤 그 항복응력
에 도달함과 동시에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시편에 가해지는 
응력의 최댓값은 항복응력 값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이후, 파
괴 변형률에 도달하게 되면 파괴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빙 시편을 이용한 일축 압축 시험 해석을 기존에 연구와 실
험을 진해한 물성치를 적용하여 비교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변형률에 따른 응력 변화와 시간 당 응력의 변화를 비교 하였
다. 이를 통한 물성치를 평탄빙에 적용시켜 쇄빙 저항 해석을 
실시하였다.

3. 평탄빙 쇄빙 해석
3.1 쇄빙 저항

전체 빙저항을 구성하고 있는 저항은 쇄빙 저항, 배제 저항, 
부유 저항, 개수로 저항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적이며 각 저항의 
합으로 나타낸다. 쇄빙 저항은 쇄빙 상선이 진행 시 쇄빙을 하는
데 발생하는 저항을 의미하며, 배제 저항은 쇄빙 된 빙편을 밀어
낼 때 발생하는 저항이다. 부유 저항은 선수부의 형상 특성에 의
해 가라앉은 빙편이 유체와의 밀도 차에 의해 떠오름에 의해    

Fig. 6 Numerical model of wedge, inclined plate, level ice

선저부분에 발생하는 저항을 의미하며 개수로 저항은 선박이 진
행할 때 발생하는 유체의 저항이다. 각 저항에 관하여 
Kashteljian의 빙저항 식을 나타내면 식 (1)은 쇄빙저항, 식 (2)는 
부력저항, 식 (3)은 배제저항으로 표현하게 된다(Choi, 2010).

        (1)

        (2)




       (3)

쇄빙 저항은 전체 저항 중 67∼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쇄빙 시 발생하는 저항 중 큰 영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 저항을 나타내는 저항 중 쇄빙 저항에 대해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적용되는 물성치는 앞서 압축 시험 해석에 
이용된 모델을 평탄빙에 적용하였다. 평탄빙의 크기는 x,y,z는 
32×5×0.02로 가로와 세로 격자는 0.1이며, 두께 방향으로 
4개의 격자를 생성하여 총 64000개의 육면체 격자를 이용하였다. 

평탄빙에 충돌을 가하는 구조체로 쐐기형 모델과 10° 기울
어진 평판을 통해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모델은 Shell 요소
로 이루어져 있다. 진행 속도는 0.5로 진행하게 되며 쐐
기형 모델의 모든 변의 길이는 0.6이며 162개의 사각형 격
자로 이루어져 있다. 경사각을 갖는 평판의 x,y,z는 1×0.31× 
0.04이며 진행 방향에 대해 10°의 경사각을 지니고 있다. 
물성치의 경우 강체로 설정하여 변형 및 파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하였다. 그에 따른 쐐기형 모델과 10° 기울어져 있는 평
판 모델 형상, 평탄빙은 Fig 6와 같다.

3.2 쇄빙 저항 해석 결과
쇄빙 저항 해석을 실시한 결과, 쐐기형상으로 압축응력에 의

한 쇄빙 시, Fig. 7는 쐐기형 모델에 의해 평탄빙이 쇄빙 시 메커
니즘에 대해 나타내었는데 그림과 같이 평탄빙에 굽힘이 거의 나



타나지 않았으며 구조물의 폭만큼 쇄빙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Fig. 8은 경사판에 의한 쇄빙 메커니즘으로 초
기 쇄빙 시에 굽힘이 작게 나타나며 그 이후로는 현격하게 줄어
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쐐기형은 폭만큼 쇄빙을 시키는데 
반해 경사판에 의한 쇄빙의 경우, 쇄빙을 시키며 부분적으로 그 
다음 요소에까지 부분적으로 쇄빙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은 각 물성에 따른 평균 저항 값을 나타내었다. 전체
적으로 경사판에 의한 쇄빙 저항 값이 쐐기형에 의한 쇄빙 저항 
값보다 크게 나오는데 이 이유는 파괴시키는 쇄빙 폭, 즉 구조물
의 폭의 차이에서 쐐기형의 경우 0.6이지만 경사판의 경우 폭
이 0.31으로써, 약 2배정도 폭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판
단하였다. 또한, 굽힘 응력에 의하여 쇄빙될 때의 메커니즘과 압
축응력에 의한 쇄빙 시의 메커니즘에서의 차이에서도 값의 차이
를 나타내었다고 해석하였다. 변형률에 따른 소성 거동체의 경
우, 파괴 변형률이 1/10일 때 쐐기형의 경우 약 3.4배, 경사판의 
경우 약 3.8배 정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쇄빙 시 평탄빙이 항복
응력을 넘긴 직후 파괴되는 취성 물질은 약 1.6에서 2.45배 쇄빙 
저항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항복응력에 도달 
한 이후 변형을 발생시키며 경화 곡선에 따른 거동에 비해 항복
응력에 도달과 동시에 파괴되는 모델과 큰 저항 차이를 보인다. 
허용 응력 변화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탄성-완전 소성체
의 경우 Case 1이 허용응력의 차이가 5만큼 Case 2이가 
높다. 허용응력이 감소함에 따라 저항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 할 수 있다. Table. 2는 수치해석에 이용된 경사판과 같은 제
원으로 20의 평탄빙에 속도별 쇄빙 실험을 한 결과이다. 
0.5의 속도로 쇄빙 시 취성 물질과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
내게 되는데, 이는 압축시험을 통한 연속체적 거동에 대해 해석
을 할 경우, 파괴 변형률에 도달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저항하여 
값이 높아지며 재료 특성에 따라 여러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평
탄빙이 쇄빙 시 파괴 역학적 거동을 하는 취성 물질과 같이 충돌 
직후 바로 쇄빙되기 때문에 연속체적 거동을 하는 재료 특성이 
아닌 파괴 역학적 경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Fracture of level ice by wedge structure

Fig. 8 Fracture of level ice by inclined plate

쐐기형 경사판
변형률에 따른 소성 거동체 Case1 554N 216.37N
변형률에 따른 소성 거동체 Case2 162.78N 55.75N

취성 물질 101.73N 22.76N
탄성-완전 소성체 Case1 533.56N 179.06N
탄성-완전 소성체 Case2 523.34N 133.59N

Table.1 Result of numerical simulation of resistance

경사판 실험
0.5 22.22N
0.3 18.15N
0.2 14.76N

Table. 2 Result of experience of inclined plat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선행 연구되어왔던 얼음의 물성치에 대

한 검증 및 물성치를 평탄빙에 적용 시켜 압축 및 굽힘에 의한 
쇄빙 시의 저항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의 실험을 통해 
나타났던 얼음의 연속체적 거동일 때의 저항 값이 쇄빙 시 저항 
값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었다. 또한 쇄빙 저항 중 
배제 저항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 Eroding 해석이기 때문에 빙편
에 의한 저항에 대해 나타낼 수 없는 저항에 대한 해석 기법 개
발이 요구됨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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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유가의 영향으로 항로 단축을 위한 북극 항로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극지방을 운항하는 쇄빙선 및 쇄빙상선의 성능 추정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시간적으로 유리한 빙 수치 해석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빙 수치
해석법 정립을 위한 첫 번째로 빙 재료 특성 파악을 위해 팩 아이스 조건에 따라 Wedge 형상의 저항특성을 Ls Dyna를 이용한 
해석을 수행하여 모형실험과 비교검증을 하였다.

Keywords : Wedge (웻지), Pack Ice (팩 아이스), 저항특성(Resistance Performance), Numerical Analysis (수치해석)

1. 서 론
최근 항로 단축과 자원개발을 위한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극지방의 다양한 빙 조건에서 운항하는 쇄빙선 및 쇄빙상
선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쇄빙선 및 쇄빙상선의 성
능 추정 연구를 위해 국내 빙해수조가 설립 되면서 빙해선박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빙해 수조의 모형실험은 경제적, 시간적 제약을 많아 현재 전산
해석을 이용한 성능 추정 연구가 중요해 지고 있다.  선행연구로 
LS-DYNA를 이용한 팩 아이스 상태에서 쇄빙상선의 저항특성 연
구에서 정성적으로 일치하였으나 정량적 차이를 볼 수 있었다. 
(Fig. 1)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초 연구 첫 
번째로 빙 재료 특성 파악을 위해 한 가지 혹은 예측 가능한 힘
의 성분으로 나누어, 즉 Wedge 형상을 가지고 전산해석 과 모형
실험을 비교 검증하였다. 

Fig. 1 Simulation of Model Ship

2. 모형실험 및 결과
팩 아이스 상태에서 Wedge의 저항시험은 한국해양연구원

(KIOST) 빙해수조에서 수행하였다. 빙 시험 방법은 팩아이스 집
중도(90%, 70%, 60%)에 따라 0.2 m/s , 0.3m/s , 0.5 m/s 속
도에서 수행하였다. 모형시험에 대한 조건 및 결과를 Table 1-2, 
Fig 2-4 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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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ditions of Model Test

모형형상 600 x 600 x 300 (mm)

모형빙 조건 20mm , 30 kPa

Pack Ice 조건 90%,70%, 60%, 채널 폭 
1000mm

저항 동력계 500 N

Fig. 2 Wedge Model 

(a) 90 % Concentration

(b) 70% Concentration

(c) 60 % Concentration
Fig 3. Concentration of Pack Ice Condition

팩 아이스 집중도에 따른 저항특성을 파악한 결과 집중도 와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치해
석은 위 모형실험을 벤치마킹 하여 동일한 Pack Ice 및 모형 조
건을 두고 실시하였다.

Fig 4. Resistance Performance of Variation of 
Concentration

Table 2 Results of Model Tests

Pack Ice 
조건 90% 70% 60%

0.2 m/s 19. 15 N 4. 95 N 3. 81 N

0.3 m/s 23. 83 N 10. 37 N 10. 07 N

0.5 m/s 31. 61 N 17. 52 N 15. 53 N



3. 수치해석
3.1 수치 해석적 접근

Pack Ice 상태에서의 얼음과의 충돌 수치해석은 상용 프로그
램인 LS DYNA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냉
동얼음 이용한 모형시험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모델을 구성하였
고 모형실험과 비교 검증하였다.

유체-구조 연성 문제 등의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Lagrangian 
방식과 Eulerian 방식의 2가지 관점에서의 정식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Fig 5) 라그랑지안 기법과 오일러리안 기법의 단
점을 보완하고 장점들만을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 수행 중 과도한 
요소격자의 변형이 발생했을 경우 계산을 중단하고 요소격자를 
적절히 수정한 후 물성 데이터를 변형 요소에서 새롭게 수정된 
요소로 변환하여 이동시켜 다시 계산을 수행하게 하는 ALE 기법
이 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단계인 라그랑지안 단계에서는 요소
의 변형이 크게 발생할 경우 적절한 smoothing algorithm을 이용
하여 절점들을 이동하게 하여 요소를 수정하게 하고, 두 번째 단
계인 오일러리안 단계에서는 절점들이 이동하기 전의 요소의 물
성치를 절점이 이동한 후 수정된 요소로 물성데이터를 변환하게 
한다. ALE기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변형이 발생하는 
문제와 유체-구조 연성문제에 있어서 요소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시간 스텝마다 2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계산을 수행하므로 해석시간이 늘어난다는 단
점이 있다. 유체-구조 연계(coupling) 알고리즘에는 구속 조건을 
근사적으로 만족시키는 방법인 Penalty method를 사용하였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 떨어지지만 수치적으로 처리하기 간단하고 
해석시간을 증가시키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ack ice 상태에서의 물위에서의 움직이는 
얼음과의 충돌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AMME 기법, 
Grouping Algorithm, 연계 알고리즘 중 Penalty Method 적용 
하였다.

Fig 5. Numerical Approach

3.2 해석조건
Wedge, 팩 아이스, 물과 공기로 구성하였으며 각 모델에 대

한 제원은 다음 Table 3에 명시하였다. 해석을 하기 위한 Flow 
Chart와 모델 조건은 다음 Fig 6 및 Table 3과 같다. 모델을 유
한요소모델로 구성 후 Ls Pre-Post 해석조건을 설정 후 해석을 
수행한다.

Fig 5. Flow Chart of Analysis

Fig 6. Simulated Region of Models
Table 3. Dimensions of Models

제원 ((L × B× D)
Wedge 0.6 × 0.6 × 0.6 M 

Ice (L×B) 12 × 2 M
Water 20 × 3 × 1 M 
Air 20 × 3 × 0.5 M



본 논문에서는  Pack Ice Material를 두 가지 Case로 설정하
였다. Case1은 냉동 얼음 특성을 고려한 Plasticity, Case 2는 팩 
아이스를 Rigid Body로 각각 설정하였다. 각 모델에 대한 조건들
은 Table 4에 명시하였다.

Table 4. Simulation Parameters and Values for Simulations

Wedge

Element Type Shell
Material Rigid Body

Density(kg/m3) 900
Young’s Modulus 9.000 e+10
Poisson’s Ratio 0.3

Air
Element Type Solid

Material Null
Density(kg/m3) 1.225

Water
Element Type Solid

Material Null
Density(kg/m3) 1000

Pack Ice

Element Type Solid

Material
Piecewise Linear 

Plasticity, 
Rigid body

Thickness (m) 0.02
Density (Kg/m3) 920, 870
Poisson’s Ratio 0.34, 0.3

Young’s Modulus 7.3 e+09, 
1,000e+08

Yield Stress 3.0 e+06
Failure Flag 0.03

3.3 해석결과
본 논문에서는 팩 아이스 집중도 90% 일 때, Pack Ice 

Material Plasticity, Rigid Body Case 2가지로 나누어 해석을 수
행하였다. Case 1으로 Material Plasticity의 시뮬레이션 구현 및 
해석 결과 값은 Fig 8-10 및 Table 5에 명시하였다.

Fig 8. Simulation of Case 1

(a) 0.2 m/s

(b) 0.3 m/s

(c) 0.5 m/s
Fig 9. Data Acquisition System of Ls Dyna



Fig 10. Numerical Result of Case 1
Table 5. Numerical Result of Case 1

Velocity (m/s Resistance (N)

0.2 m/s 48.94

0.3 m/s 64.52

0.5 m/s 193.06

Pack Ice Material Case 1일 때 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웻지와 얼음의 충돌에 인해 저항보다는 
유체저항에 대한 값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음 Case 2에 대
한 시뮬레이션 구현 및 해석 결과 값은 Fig 11-13 및 Table 6 에 
명시하였다. 

Fig 11. Simulation of Case 2

(a) 0.2 m/s

(b) 0.3 m/s

(c) 0.5 m/s
Fig 12. Data Acquisition System of Ls Dyna



Velocity (m/s) Resistance (N)

0.2 m/s 51.92

0.3 m/s 55.25

0.5 m/s 61.75

Fig 13. Numerical Result of Case 2

Table 6. Numerical Result of Case 2

Pack Ice Material Case 2일 때 속도가 증가 할수록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ase 1보다는 저항이 전체적으로 작
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4. 비교 검증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모형실험 한 결과 값과 비교 검증 하였

다. 전체적으로 수치해석 결과 값이 모형실험 결과 값 보다 더 
크게 나왔다. 수치해석 결과 중 Case 2의 해석결과 값이 Case 1
보다 모형실험 결과 값과 정량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을 볼 수 있
다. (Fig 14)   

Fig 14. Comparison of Pack Ice Resistance between 
Experimental Test and Numerical Analysis

 5. 결 론
빙 재료 특성 파악을 위해 팩 아이스 상태에의 Wedge 형상의 

저항특성을 파악하였다. Pack Ice Material Case 1은 냉동얼음 
특성을 살린 Plasticity, Case 2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강체
로 두고 집중도 90%에서 각 속도별 (0.2 m/s, 0.3 m/s, 0.5 
m/s)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치해석 결과 값이 모형실험 값보다 크게 나타났
으며, Case 1 보다 Case 2의 결과 값이 정량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였다. Pack Ice 재료특성 뿐만 아니라 격자의 크기, 
Contact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정
량적 차이를 줄 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다양한 Case 
Study를 통해 모형시험과 비교검증으로 빙 수치해석법에 대해 
정립할 예정이다.

6.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인 “빙해선박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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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위험도 해석에 대한 해외 사례 소개 
강호근, 김기평, 김대헌, 하태범 
한국선급 선박해양시스템연구원 

 
Example of Risk Assessment of Polar Shipping in Canada 

Ho-keun Kang, Ki-pyoung Kim, Dae-heon Kim and Tae-bum Ha 
Institute of Ship & Ocean Systems Engineering,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요 약 
 

극지방 선박운항 지침은 규정에 수반되는 설계 목표와 기능적 요구사항의 개발을 포함하는 위험도 및 목표기반의
지침으로서 IMO DE54에서 승인되었다. 본 고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지난 2012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워크숍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즉, 2012년 6월에 캐나다의 오타와에서는 오일·가스관련 기업, NGO와 극지방 운항에 관련된 정부
기관 (캐나다 및 기타) 등의 40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3일간의 위험도 평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위험도 평가의 목적으로는 첫째, 위험
요소들의 상대적 위험도 수준(relative risk levels)의 평가를 정의하는 것과 둘째, 경감시키고자 하는 위험도와 새로운 극지방 운항 지침의
의무적이고 권고적인 요소들 간의 연결(mapping)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본 고에서 소개하는 위험도 평가에서는 이전 연구가 다루어졌던 내용들보다도 더 포괄적인 위험도들을 다루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위험도 완화 방안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다. 
 
Keywords: IMO(국제해사기구), Polar code(극해지역 운항 선박의 안전규정), Risk assessment(위험도 평가), SOLAS ship(SOLAS 규정을 받는
선박), Category A~C ships(IMO Polar ship 가이드라인에서 선박 대빙 등급에 따라 정의된 카테고리 A~C선박) 
 

1. 서 론 
1.1 배경 

국제 해사 기구 (IMO)의 DE (Design and Equipment) 
소위원회는 기존의 극지방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 해사 기구의 
조치 방안들을 보완하는 강제화 국제 규정(Polar Code)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극지방 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 
규정의 개발과 도입은 IMO에서 정의된 위험도 기반 접근법을 
따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극지방에서 운항된 선박이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해안 사고 기록으로 인해 관련 
데이터 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정량적 평가는 불가능하다. 이것의 대안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위험도, 피해규모, 위험도 완화 방안에 대한 합의하는 
방식의 위험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1.2 목적 

본 보고서는 2012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극지방 운항 선박 위험도 해석 워크숍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워크숍의 결과를 
기록하고 Polar Code의 내용을 IMO에 권고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사용하기 위함이다. 
 

1.3 위험도 평가 절차 
위험도 평가를 위해 HAZID 참여자들은 다음의 참고문헌들이 

사전에 제공되어 검토되어지도록 하였다. 
ž 초안 안건 (Draft Agenda) 
ž 위험요소 및 피해규모 표 (Hazard and Consequence 

tables: Polar Code의 개발을 위해 DE CG에 의해 작성된 
극지방 해안 위험요소 표로부터 추출됨)  

ž 워크숍의 적용에 대한 정의 (3장 참조)  
ž Polar Code 초안 DE 56/WP.4- Development of a 

mandatory Polar Code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Part 1의 부속서 1 

ž 극해지역 운항 선박을 위한 IMO 지침, IMO Resolution 
A.1024  

ž Canada to Polar Code Correspondence 그룹의 Polar 
Ship Categories, Ice Class, Ship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olar Ship Categories, Ice 
Class, Ship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ubmitted by Canada to Polar Code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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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for Round 2, May 31, 2012) 
위험도 평가를 위한 절차는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Fig. 1 Workshop process for hazard analysis 

 

2. 정 의 
2.1 위험요소 발생 빈도 

위험도 해석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 이전에 그에 관한 사전 조사가 
필요했다. 여기서는 기업 또는 규정 기관과 차이를 보이는 

IMO의 관점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IMO의 관점은 세계 
해운에 관련된 위험도를 고려하는 반면 기업은 선박 또는 
선단에 관련된 위험도를 고려한다. 

본 평가에서 적용된 위험요소 발생빈도의 정의는 표 1에 
나타나있다. 
 
Table 1 위험요소 – 확률 또는 발생빈도 

항목 정의 

거의 가능성이 없는 
(Very unlikely) 

전체 수명에서 한번 (선단 기준) 

희박한 (Remote) 전체 수명에서 한번 (선박 기준) 

가끔 (Occasional) 일년에 한번 (선박 기준) 

빈번하게 (Frequent) 운항중에 한번 (선박 기준) 

 
사람, 선박 그리고 환경 등에 미치는 피해규모 또는 사고의 
영향력은 표 2와 같은 항목들로 정의된다. 
 
2.2 선박 범주 
Polar Code의 개발의 근본적인 이유는 극지방 해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일반적인 선박들보다 더 빈번하게, 혹은 
극지방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위험요소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위험도 완화 방안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선박마다 준수 및 적용해야 하는 항목을 

제한하기 위해서, 선박들은 Polar Code의 목적을 통해 그룹화 
되었다.  

워크숍은 운항 특성 등을 구별하는데 적절하게 나누어진 
카테고리 A, B, 및 C 등의 3개의 그룹과 그들의 위험도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극지방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주요 

Table 2 피해규모/사고의 영향력 

피해 정도 사람 선박 환경 

작은 (Minor) 한 명 또는 미미한 부상 장비의 피해 1년이하의 복원력 

심각한 (Serious) 다수의 또는 심각한 부상 
붕괴가 아닌 영구적인 구조적 손상 

방향타 및 프로펠러 손상 
1~3년 이하의 복원력 

중대한 (Major) 
한 명의 사망자 또는 다수의 

심각한 부상 

부분적 붕괴에 의한 구조적 손상 

주요장비의 고장 (전력의 손실 등) 
3~10년 이하의 복원력 

재앙의 (Catastrophic) 다수의 사망자 선박 전체의 피해 10년 이상의 복원력 

 



요인 4가지는 다음과 같다. 
i. 물리적 환경 조건, 예를 들어 물 속 및 갑판에 있는 장비 

및 재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낮은 온도 

ii. 고위도 효과 
iii. 환경적 민감도 
iv. 고립성 

카테고리 A에 속하는 선박들은 모든 종류의 위험도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도 경감 방안이 반영되는 반면, 카테고리 C의 선박
들은 가장 낮은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Polar Code 작업과 
해당 그룹 (WG와 CG) 간에는 얼음이 얼지 않은 극지방을 운항하는 
선박에 필요한 위험도 경감 방안이 네 번째 카테고리 D로서 추가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여전히 존재한다. 카테고리들
을 연결시키는 아이스 클래스는 다양한 해석 이슈들을 발생시켰다. 
아이스 클래스는 주로 떠있는 얼음과 낮은 온도 등, 극지방 물리적 
환경 조건들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위험도 경감 방안
의 한 형태이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토의 내용은 문헌에서 확
인 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여지는 각 범주들의 특징들은 DE 56 
WG 로부터 정의된 선박 카테고리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2.3 부동(Ice-free) 대 개빙(Open water) 구역 

이 이슈는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있어 중요하게 인식된 
부분이며, 다음의 세계 기상기구의 정의를 따랐다. 

i. 부동 구역은 얼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ii. 개빙 구역은 부빙(浮氷)이 1/10 이하이다. 

 
3. 위험도 매트릭스 

3.1 위험요소 

위험요소 표는 워크숍 이전에 배포된 DE CG(부속서 
C)로부터 참조하였다.  위험요소는 다음의 다섯 가지의 주요 
요인으로 분류된다. 

i. 저온 
ii. 급격한 날씨 변화 
iii. 얼음의 존재 
iv. 고위도 지방 
v. 고립성 

표에서는 각 위험요소에 대한 반복 설명을 생략하기 위해 
숫자로서 (최대 3자리) 각 위험도를 식별하여 나타내었다. 각 
작업 그룹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검토하여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생략될 부분에 대해 논의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 사건 및 원인 등이 일관되게 다루어 졌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아래는 추가적으로 생략될 특정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다. 

i. 미숙한 수로 측량 및 빙압에 의한 그라운딩(grounding): 
그라운딩은 이미 피해규모로서 매트릭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ii. 창문 낀 성애로 인한 가시성의 저하 (SOLAS 선박): 
비록 이 현상이 낮은 온도에 의한 영향보다는 악천후에 
의해 발생되지만, 위험요소 가시성 저하(Low visibility)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됐다. 

iii. 미숙한 선원: 위험요소라기보단 사고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iv. 기반 시설의 부족: 만약 이 항목이 ‘위험요소’ 
자체라기보단 ‘사고’라면 이 문제는 복잡한 요인이다. 
이것은 고립성에 대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Table 3 선박 카테고리 정의 
카테고리 정의/얼음 상태 위험요소 위험도 완화 대책 

A ž 대빙 등급 선박 PC 1-5를 위한 IACS Unified 
Requirements에 준하는 대빙 보강 선박 

ž 극한 얼음 조건에서 주의하여 운항될 선박 
ž 얼음 상태 
ž 낮은 온도 
ž 고립성 
ž 고위도 지방 
ž 정상 운전 및 비상 대응과 관련
된 환경 민감도 측면 

ž 건조 요구 사항 
ž 장비 요구 사항 
ž 인적 요구 사항 
ž Polar Waters Operations Manual 

(PWOM)을 따르는 운전 요구 사항  
B ž 대빙 등급 선박 PC 6-7를 위한 IACS Unified 

Requirements, 혹은 허용 가능한 대안에 준하는 대빙 
보강 선박 

ž 일년 얼음(first-year ice) 조건에서 주의하여 운항되거
나, 혹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유형과 농도의 얼음을 회
피하여 운항될 선박 

ž 얼음 상태 
ž 낮은 온도 
ž 고립성 
ž 고위도 지방 
ž 정상 운전 및 비상 대응과 관련
된 환경 민감도 측면 

ž 건조 요구 사항 
ž 장비 요구 사항 
ž 인적 요구 사항 
ž 운전 요구 사항 (PWOM) 

C ž 대빙 보강되지 않은 선박 
ž 매우 얇은 얼음 조건에서 주의하여 운항되거나, 혹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얼음을 회피하여 운항될 선박 
ž 얼음상태 
ž 극한 환경 조건 
ž 정상 운전과 관련된 환경 민감
도 측면 

ž 장비 요구 사항 
ž 인적 요구 사항 
ž 운전 요구 사항 (PWOM) 

 



v. 안정성 외의 Topside의 착빙 효과 (예를 들어 미끄러운 
갑판, 시스템 비가용도 등)  

 
3.2 피해규모 검토 

피해규모는 3개의 열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사람, 선박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표 2 참조) 이 3가지 요소 중 
하나만을 야기하는 위험요소는 3가지 요소 모두를 야기하는 
위험요소보다 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숍 참가자들은 
위험도 지표를 조정하기 위해 적절하게 그들의 판단을 
사용하도록 사전에 조언되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누적되는데, 예를 들어 단일 
항로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미미하지만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운항 횟수에 대한 배출량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피해규모는 카테고리 별로 독립적이라고 
간주되었다. 

 
3.3 위험도 매트릭스 – SOLAS 선박 

극지방 선박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를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표준 IMO SOLAS 선박의 위험도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것이다. “SOLAS 선박”은 SOLAS 협약 (및 MARPOL) 
을 포함한 표준 개빙 구역에 해당하는 설계 원칙에 따라 건조된 
선박으로서 대빙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이다. 위험도 
해석의 목적으로 이러한 선박들은 어떠한 위험도 경감 조치 
없이, 전 계절(all seasons)에 걸쳐서 극지방 해안에서 
운행된다고 간주했다. 이러한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었지만 
다른 조건들의 개발에 바탕이 되는 위험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험도 매트릭스는 다양한 셀로 구성되는데, 각각은 발생 
확률과 피해규모의 곱으로서 표현되는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서 표시된다. 표 4에 나타난 매트릭스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붉은색 셀은 허용 불가능 할 만큼 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단의 노란색 셀은 낮지만 여전히 상당히 
험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ALARP”으로서 표현되는 이 영역은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범위(비용편익 분석이 수반된)에서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영역의 위험도는 
여전히 이러한 기준에 의해 위험도를 줄일 수 필요가 있지만 
다른 영역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영역이다.  

위험도 매트릭스는 전체 그룹에 대해서 각 위험요소에 발생 
확률과 피해규모를 할당하여 작성되었다. 대표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Hazard 1-1(저온 상태에서 재료 성능의 저하):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삼을지 말지에 대한 것뿐 만 아니라 전체 
극지방에 대한 이슈인지 하나의 특별한 극지방 해안에 대한 
이슈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교육이나 항로 계획 등을 통한 얼음 회피와 같은 위험도 경감 

요인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 졌다. 하지만 SOLAS 선박이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규제 및 위험도 완화 조치가 전무할 
경우에는 지지 하중 및 유연성 (균열)의 손실로 인한 재료 
파괴의 위험도는 높을 것 (Frequent and Major to 
Catastrophic)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저온에서 얼음의 충격에 의한 선각 거더의 균열 및 파괴).  

Hazard 1-2(수색 및 구조 활동의 지연): 이 항목은 
워크숍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내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상업용 선박과 여객 수송선에 대한 위험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선박의 위험요소의 발생빈도가 동일하게 
빈번하다 (Frequent)고 간주되더라도 피해규모는 승선자의 수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여객 수송선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극지방 해안에서 정기적으로 운항되는 선박이 다른 선박 
(때때로 극지방 해안에서 운항되는)보다 SAR을 포함하는 사고 
대응에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다음의 
논의는 위험도 완화 조치의 후속 조치와 많은 관련이 있다. 

Topside의 결빙은 일반적인 위험요소로서, LSA 장비 및 기타 
갑판 장비의 적용으로 인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Topside의 주요한 장비의 결빙은 높은 수준의 위험도 
수준을 가질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대한 논의는 Hazard 다른 
많은 파트에서 진행됐고, SOLAS 선박의 위험도에 대한 결과가 
표 4에 나타나있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수의 위험요소들이 붉은색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표준 SOLAS와 MARPOL에 따라 
설계된 선박이 아무런 위험도 완화 조치 없이 극지방 해안에서 
운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도 기반의 Polar Code 
작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다. 

한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위험도 매트릭스에 
고려 되지 않았고 별개로 다루어졌다.  

 
3.4 카테고리 C 선박 
 
3.4.1 결과 

카테고리 C 선박의 위험도 매트릭스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선박에 적용 가능한 위험도에 대한 쟁점들과 주요 
위험도 조절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상 SOLAS 
선박의 다음 단계로 작성이 이루어졌다. 

 
Table 4 SOLAS 선박의 위험도 매트릭스 



 
카테고리 C에는 현재 극지방 해안에서 운항하고 있는 주요 
선박들 역시 포함되어 있다. 

위험도 평가를 위한 워크숍에서 4개의 전문가 그룹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전에 정의된 SOLAS 선박의 위험요소들 중 가장 
높은 항목부터 평가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그룹은 SOLAS 
위험도 매트릭스 오른쪽 상단의 붉은색 항목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SOLAS 선박에서 정의된 
모든 위험요소들이 카테고리 C 위험도 매트릭스에서 발견되진 
않는다. 즉, SOLAS 선박에 해당되는 몇몇의 낮은 위험도 
항목들은 생략되었다.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SOLAS 협약의 기준에서 위험도 
감소에 기여하는 위험도 관리 조치 (RCMs)가 정의되고 
기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논의될 것이다. 
카테고리 C 선박의 위험도 매트릭스의 결과는 표 5에 보는 것과 
같다. 보는 바와 같이, 이 위험도 매트릭스는 SOLAS 선박의 
41개의 위험요소에 비해서 25개의 위험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단, 
환경적 위험요소는 제외됨). 수행 이후에도 약간의 
위험도들(특히 ‘고립’과 관련된)은 여전히 붉은색 영역에 
남아있었다. 이러한 점은 극지방을 통과하는 경로가 빈번하지 
않은 선박들에 적용되어야 할 위험도 조절 방안으로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몇몇의 그룹들은 카테고리 C 선박이 빈번하지 
않게 극지방 해안을 운항하는 SOLAS 선박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해석을 수행한 것이 확인됐다. 반면, 다른 그룹들은 
카테고리 C 선박이 정규적으로 극지방 해안을 운항한다고 
보았다. 
 
Table 5 카테고리 C 선박의 위험도 매트릭스 

 
  
평가 수행 그룹은 승객 수가 많은 크루즈 선박이 드물게 

북극해를 항해한다 하더라도, 주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보다 더 높은 위험도를 갖는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선박들 보다 탑승한 승객수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크루즈의 탑승객들은 종종 더 나이가 들거나 이동능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일반 상선에 탑승한 선원들보다 저온 상태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다른 
유형의 선박들 보다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 더 높은 긴급 
대응조치 조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크루즈 선박은 추가적인 
위험 경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간주되었다. 

 
3.4.2 수정된 위험도 해석 

다음은 수정된 위험도 해석에 대한 많은 예를 보여준다. 
워크숍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주어진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그룹들 간에 뚜렷한 합의가 있었지만 큰 
의견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몇몇 있었다. 아래의 예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보여준다. 

Hazard 2-1(운항중에 발생된 유빙 충격): 얼음을 통과하는 
항해중의 유빙 충격의 위험도는 SOLAS 선박에 비해 발생 
빈도(빈번함에서 희박함으로)와 피해규모(큰 피해에서 
심각함으로)가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됐다. 발생 빈도가 줄어든 
것은 카테고리 C 선박에 신뢰할 수 있는 얼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얼음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숙한 빙해 항해사가 탑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접근 제어 체제는 손상의 원인이 되는 얼음을 피할 수 있게 
한다. 피해규모는 배의 기능적 향상과 줄어든 속도 등으로 
감소한다.  

Hazard 2-2(해수 시스템으로의 얼음 유입): 카테고리 C 
선박에서는 Sea Chests가 flush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원들이 있기 때문에 얼음 
유입으로 인한 피해 위험도는 SOLAS 선박에 보다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조치 사항으로 인해 발생 빈도는 
‘빈번하게’에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으로, 피해규모는 
‘중대한’에서 ‘심각한’ 으로 줄어든다. 

Hazard 2-3(가시성 저하): 검토 결과 이 위험요소는 접근 
제어 체제에서 다소 덜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SOLAS 선박과 같을 것으로 판단됐다. 피해규모 역시 
SOLAS 선박과 같을 것으로 간주됐다. 

Hazard 2-4(재료 파괴): 모든 그룹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저온에 의한 재료의 탄성 저하에 
대한 알려진 사례가 부족하고 보험 회사들이 저온에서 운항하는 
것에 대해 큰 프리미엄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안건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로 보인다. 저온은 
극해지역 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조물의 취성 파괴에 대한 
피해규모는 SOLAS 선박과 같은 반면에, 발생 빈도는 저온 
재료의 사용, 항해 계획, 접근 제어, 그리고 예방조치에 능숙한 
선원 등으로 인해 더 줄어들었다. 저온 효과 및 그에 맞는 
재료의 사양에 대한 문제는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Hazard 2-5(항해 장비 부족): 한 그룹은 때때로 친숙하지 



않은 해안을 운항하는 선박들(크루즈선과 같은)에게 항해용 
기기의 부족은 grounding 사고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보았다. 또한 몇몇의 항해용 기기는 변변찮은 
가시성에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그룹은 이 위험요소가 
SOLAS 선박에 비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중대한’ 피해규모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GPS와 레이더가 본 
위험도를 줄일 수 있고, 또한 1년 내내 운항하지 않는 카테고리 
C 선박은 얼음 주위에서 운항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위험도를 
SOLAS 선박 보다 상당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극지방 
해안에 대한 지식이 있는 빙해 항해사의 존재 또한 위험도 
감소의 요인이다. 

Hazard 2-6(얼음에 고립): 모든 그룹이 동의한 바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얼음 정보를 통해 주의 깊게 운항하는 카테고리 
C 선박에 이 같은 위험도는 SOLAS 선박과 비교했을 때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룹들 간에 피해규모에 
대한 의견은 ‘작은’ 에서 ‘재앙의’까지 다양했다. 이 것은 선박이 
얼음에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 몇 시간에서 빙하 암석에 
고립되는 매우 오랜 시간까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Hazard 2-7(수리 시설의 부족): 한 그룹은 이것이 선원들의 
능력, 예비 부품의 증가, 예방 정비의 강화에 의해 SOLAS 
선박에 비해 크게 줄여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그룹은 
카테고리 C에 대한 이 위험도가 SOLAS 선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특정 RCMs이 카테고리 
C 선박에 적용될 것이라는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3.4.3 허용 불가 영역에 남아있는 위험요소들 

일반적으로, 워크숍 참가자들은 적당한 선원 교육과 경험, 
빙해 항해사, 항해 계획 그리고 선박과 얼음 상태에 따른 접근 
제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의 수반으로 대부분의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허용 불가 영역에 남아있는 높은 위험도들은 운영자 
및 소유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원 시스템 외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Hazard 2-8(항해 장비 부족): 거의 극지방 해안을 운행하지 
않는 카테고리 C 선박에 대한 안건으로서 고려된 바 있다. 이 
문제는 미숙한 수로 측량 문제와 함께 발생된다면 잠재적으로 
중대한 피해규모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만약 선박의 항로가 표시된 해도가 정확하지 않다면 선장은 
선박의 항해 계획 앞에 놓인 얼음을 피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운영자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을 초과하는 사항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이 요인은 
카테고리 C 선박에서 지속적인 위험요소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수리 지원, 오염 복구, 수색 구난의 지연을 유발하는 고립은 

그 피해규모 때문에 비교적 큰 위험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확립된 경로로 반복 운항하는 일반 상선은 더 
자립적으로 위의 상황에 대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운항 빈도가 낮은 선박 (크루즈 선)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낮은 온도와 SAR 
자원으로부터의 거리 및 역량 등으로 인하여, 크루즈 선박은 
피난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고에서 상선 보다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질 것이다. 

Hazard 2-9(수색 및 구난 지연): 이것은 운영자 및 소유자의 
능력 밖의 부분이기도 하다. 이 안건은 여전히 카테고리 C 
선박의 주요 위험도로 간주된다. 카테고리 C 선박은 여름에 
운항되기 때문에 SAR 작업은 1년 내내 운항하는 SOLAS 
선박보다 더 쉽고 다소 빠르게 수행된다. 이 안건은 5장에서 
다루어 진다. 

Hazard 2-10(오염 복구에 대한 대응 능력의 부족): 카테고리 
C 선박이 오염사고의 빈도와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항해 컨트롤 시스템을 갖춘 데 반하여 신속한 대응 능력의 
부족은 오염 물질이 방출되는 모든 사건이 여전히 높은 
위험도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인 
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을 의무화 하는 
RCMs가 제안되었다. 

기계의 비가용도에 관한 위험요소는 일반적으로는 ALARP 
영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오직 한 그룹에서 ‘중대한’ 
피해규모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중에서 최대의 
위험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허용불가능 영역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위험도는 
SAR 및 오염사고 대응, 수리 시설, 기계 고장 등의 사고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극지방 해역에서의 항해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원 교육, 항해 계획 선박의 역량에 따른 
접근 제한 등의 의무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3.5 카테고리 A 및 B 선박 
 

카테고리 A와 B 선박들의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을 위해, 두 
그룹은 카테고리 A와 카테고리 B로 나누어 2개의 매트릭스를 
완성하도록 요구되었다. 할당된 시간 안에 전체의 범위를 
다루기 위해,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하나의 그룹은 위험요소 
리스트의 아래쪽에서 다른 그룹은 위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결과는 매트릭스에 표기되었고, 매트릭스에서의 위치에 대한 
이유도 기록되었다. (만약 “SOLAS” 기준 선박과 다를 경우)  

제한된 시간과 다소 반복되는 성향은 오직 중요한 위험도 
변화만을 기록되게 하였다.  

카테고리 A에 대해서는 약간 감소된 피해규모를 
적용함으로써, 카테고리 B 선박에 대해서는 향해용 기기의 부족, 
미숙한 수로 측량, 그리고 수리 설비의 부족을 붉은색 영역에 



남겨 두었다. 카테고리 A 선박을 위한 마지막에는 오직 미숙한 
수로 측량과 높은 잡음 수준이 붉은색 영역에 남았고, 나머지 
사안들은 두꺼운 얼음의 환경에서 이동의 가능성의 높기 때문에 
낮은 카테고리의 선박들로부터 그것의 빈도를 높였다.  

카테고리 A와 B 선박에서 높은 위도에서의 통신과 관련된 
많은 위험은 좋은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 

카테고리 A 선박은 좀 더 공격적으로 얼음과 마주치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에, 선박과 유빙충격 빈도는 높아졌지만, 
뛰어난 구조와 손상 시 복원성(damaged stability) 요구조건 
때문에 그 피해규모는 감소하였다 

 
4. 위험도 조절 수단 

4.1 일반적인 사항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특정 위험도의 감소는 몇 

가지의 RCM의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다. 또한, 단 
하나의 RCM은 많은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다. 위험도 수준의 
변화와 관계된 직접적인 일대일 (RCM과 위험도 수준) 변화는 
거의 드물다. RCM이 인용된 수는 어떠한 RCM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는지의 표시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떠한 RCM은 단일 위험 요소 또는 문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전방 음향측심법을 제공하는 것은 오직 부적절한 수로 
측량의 위험 감소만을 제공한다 

 
4.2 카테고리 C 선박 

표 6은 카테고리 C 선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워크숍에서 
정의한 위험도 관리 조치를 리스트하였고, 인용수에 기반하여 
그것의 명백한 중요성은 내림차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에 나타난봐와 같이, 선원 훈련 및 경험, 항해 계획, 그리고 
얼음이 덮인 해역으로의 접근제어 형식이 카테고리 C 선박의 
RCM에서 지배적이었다. 최적항로와 긴급 대응 서비스의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도 중요하다고 간주되었다. (긴급대응 
시스템은 Redundancy로서, 특히, 통신 및 항해를 위한 
장치이다.) 

알려진 항로에서 정규적으로 운항하는 상선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그들의 운영에서 내재된 위험을 고려한 최고의 연습을 
채택 선박을 장착 중이고, 이와 같은 수단들은 가끔 북국항해를 
하는 선박과 특정 여객선을 위해서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려되었다. 해당 선박의 운영자는 특수 장비의 구매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을 느꼈고, 선박의 준비 및 
대비에 관한 주의 깊은 검토는 (장비의 부족을 상쇄하는) 적절한 
긴급사태대책 개발 및 준비평가가 통과되기 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로로 일렬로 운항하는 여객선은 
한 선박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수 있지만, 만약 큰 유람선의 
많은 피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와 유사한 크기의 유람선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먼 지역으로의 항해를 

위해서는 승객의 상한 수 제한이 요구된다. 
 

4.2 카테고리 A 및 B 선박 
카테고리 A와 B 선박을 위한 RCM은 카테고리 C 선박과 

유사하였고, 항해 계획, 선원의 훈련 및 경험, 높은 질의 기상과 
얼음 데이터의 탑재가 가장 중요하였다. 카테고리 A와 B 선박은 
극해지역에서 일정하지 않는 운영 빈도 때문에 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능력과 더 적절한 장비를 갖추도록 기대된다. 따라서, 
고립상황에 대한 더 나은 준비와 추운 날씨에 강한 장비와 
통신과 항해의 Redundancy 시스템 때문에 위험이 줄어 
들었다. 

 
5. 비상대응 

5.1 일반적인 사항 
비상 대응 문제는 위험한 사건이 발생한 후 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 작업과는 별도로 논의됐다.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사고 후 
생존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입하는 선택에는 분명히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의 워크숍에서는 비상 시스템은 
SOLAS 선박과 유사하다는 기본적인 가정과 저온 작동 등의 
적절한 조정과 함께 가능성과 위험한 사고의 영향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지시되었다 

 
5.2 SAR / 긴급대응 

캐나다 SAR 조직의 예로서, 기존 SAR 기반에서 북극 
문제에 대응하는 시간의 실례는 논의의 배경으로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다. 모든 북극은 SAR 영역에 있으며, 
거리와 자원의 위치 때문에 캐나다의 북극에는 현재 긴 
대응시간이 있다. (이상적인 여름환경에서 해양 대응시간은 약 
3일 그리고 항공 대응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  

SAR 구조 시간과 같은 거리는 대부분의 극해지역에서 보다 
필연적으로 길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집중은 필연적이고, 앞서 SAR 영역에서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상업 SAR 관리의 제공을 위한 
사전 협의, 긴급대응 및 구조서비스, SAR 자원을 설명하고 
통보하는 향해 계획을 포함, 위치 정보제공 시스템, 그리고 SAR 
도움을 보고하고 요청하기 위한 명확한 조직적 라인 등이 선박 
운항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들이 부각되었다. 

SAR뿐만 아니라 극지해에서 운영되는 선박의 다른 관점에서 
남극의 다양한 국가 시스템의 아래에서는 의무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US해역이 아니고, 남극의 중심) AMVER(선박 
자동 상호 구조 시스템, Automated Mutual-Assistance Vessel 
Rescue System)과 같은 시스템은 반드시 의무화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또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손상 시 복원성 기준의 강화가 



간결하게 토의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C 카테고리의 선박에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손상을 피하기 위한 의무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5.3 소화설비 

추가적으로 소화설비는 차가운 기후에서 얼지 않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의(firefighting clothing)는 보온성이 
우수해야 하며, 얼음이 덮인 갑판 상에서 우수한 마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공기중의 습한 성분은 
소화작업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차가운 기후 문제들은 
특정한 차가운 기후의 소화 훈련에서 언급 되어야 한다. 만약, 
감소된 안전성과 소방유체의 영향으로 이미 상위구조물에 
착빙이 있다면, 소화에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환경친화적인 소방 화학 제품이 선박 밖으로의 
배출로 인한 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한 그룹은 극지방의 운항 선박과 많은 수의 승객을 수송하는 
선박은 “citadel” 이나 “refuge”가 설치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구호를 기다리는 동안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자족적인 환경 
조절, 음식과 구호품 등이 선박에 설계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강조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소화 절차와 장비 검사의 방법들이 

극지해로 향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져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특히, 가끔 북극 해역 운항하는 여객선을 위해) 
만약 이것이 평소 운영되는 것보다 차가운 온도에서 화재를 

소화해야 한다면, 요구되는 절차의 차이점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4 인명구조 설비 

구명보트의 필수적이지만, 입구 쪽은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넓어야 한다. 게다가 윤곽이 있는 
주철 좌석은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 탑승자들의 증가된 부피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구명보트의 모터는 차가운 
환경에서 시동되고 작동되게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생명구조 기어들은 반드시 차가운 온도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예: 구조선의 팽창장치) 생존상자의 준비는 필수적이다. 
(결의 A.1024, 극지해에서의 선박운행을 위한 IMO 가이드라인) 
만약 포식자를 만날 수 있는 얼음 위에서 철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자는 곰과 다른 동물들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예: 각각의 구명보트 마다 소형 화기) 

구명보트는 얼음표면 위에서 수송되거나 얼음의 닿는 면적을 
저하시키기 위해 스키드(skid)와 함께 제작되거나 얼음 위를 

Table 6 가장 중요한 위험도 관리 조치 
RCM 설명 비고 규정(Code)/안내서(Guide) 

아이스 네비케이터를 포함하는 선
원의 훈련과 경험 

선원은 얼음의 상태를 인지하고, 
선박의 성능과 한계를 알고, 필요
한 준비 등을 할 수 있어야 함. 

 규정명시 
안내서 구비 

통제되는 접근 시스템 실제 또는 예상된 얼음 상태와 선
박의 성능 지수에 기반으로 하거
나, 또는 지역과 년 수의 기반으로 
극지해로의 선박 접근을 제한함.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Canada’s 
Arctic Ice Regime System (AIRSS)
와 Zone/날짜 시스템에 익숙했음. 

 

최대의 연습의 적용 다양한 공정과 장비의 위험을 낮추
는 것은 경험에 기반함. 

이 RCM은 현재의 운영자에 의해 
언급되었지만, 불분명함. 

다양한 안내 조항들이 현재의 규정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항해 계획 항로 계획, 선내에서의 통신된 날
씨와 얼음정보의 질. 

  

특별한 장비 차가운 날씨, 그리고 개인적인 장
비/기어 

  

극지해에서의 운영 안내서 콘텐츠는 준비, 시스템 확인, 얼음
에서의 선박의 능력 정의, 제한된 
속력을 포함한다. 

 규정 명시 
안내서 구비 

대응 및 SAR 합의/계획  사적인 SAR과의 합의, 앞선 긴급 
대응 및 구출 서비스  

  



똑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환경적인 위험요소들 

 
위험요소 표에는 ‘emissions’ 및 ‘noise and vibration’과 함께 

많은 환경적인 위험요소들이 리스트 되었다.  
많은 참가들을 제기한 문제는 명백한 구체성과 극지해에서의 

선박의 운영에 의한 중간 및 오랜 기간의 환경적인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의 부족이다. 이 진술은 극지해역에 특별히 
민감하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자료(예: the International Polar 
Year)를 제시한 환경 전문가들의 참석으로 제기되었다. 즉, 
생물의 다양성 부족이 생태학적 손상으로부터 회복을 늦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환경적인 붕괴(특정한 
배출의 부피)에 의한 영향은 극지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 이것은 극지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보고이다.  

또한 남극조약이 매우 강한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 많은 MARPOL 개정들이 남극에서 배출을 
금지하는 것을 시행해왔고, 중유의 운반과 운송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다른 예로, 남극으로 여행이 행해지기 전, US 
유람선 운영자는 반드시 환경적인 영향 계획을 미 정부의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에 승인을 위해 보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출이 캐나다 환경청(marine part to Transport 
Canada)으로 보내져야 한다. 이것은 기국(선박이 속해 있는 
국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유람선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는 
어떤 정부가 승인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결정한다. 그러나, 
그룹은 회사가 남극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 등록되어 
있거나, 어떠한 승인 또는 집행절차 가 적용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북극에서 대해서 모든 참석자들이 액체 및 고체 폐기물에 
대한 캐나다의 “배출 제로(zero discharge)”체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본래의 북극 운송 오염 방지 규칙은 
(Artic Shipping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ASPPR) 
처리된 하수의 배출을 금지하였고(그러나, 미처리 하수는 
허용하였다.), 규정이 개발되었을 때 오직 염소만이 가능한 처리 
방법이었고, 그리고 염소를 물에 배출시키는 것은 처리되지 
않는 하수를 배출시키는 것이 더 손상을 시킨다고 생각되었다. 

현재 북극에는 해안 기반의 쓰레기 접수 시설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만약 통합적인 쓰레기 운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오랜 향해 기간과 많은 승객과 선원의 
수는 쓰레기를 선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힘들게 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예에서 보여진 봐와 같이 이것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상업 운영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 특별한 시스템이나 
장비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 

워크숍은 특별한 환경 위험요소나 이것을 위한 적합한 

위험도 완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만 고려되었다. 금지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운영이 행해질 때, 배출 규정을 
통해 누적된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가 잇다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 잠재적으로 크루즈 유람선 항해의 영향 때문에, 남극의 
유람선에 적용되고 있는 접근이 북극의 적용에도 좋은 
모델이라는 것에 또한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 

다른 운반 교통을 위해서는, 상황이 좀 명확하지 않다. 
환경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접근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실용적인 
접근은 손상으로 연결될지 않을지를 평가하고 그 후에 더 
엄격한 수단이 “표준”적인 수단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지는 
논의가 분분하다. 

 
7. 결과 

 
다음의 결론들은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회람되고 받아진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1. 참가자들은 극지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이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 즉, 그러한 
위험요소들은 Polar Code의 강제화를 가속화 할 
필요성이 있다. 

2. Polar Code는 아래에 언급된 사항들을 심사 
숙고함으로서 위험도는 완화되어야 한다: 
i. 향해 계획, 준비된 접근 선내 선박으로 높은 질의 

날씨와 얼음 데이터 포함하고 있음. 
ii. 빙해운항사를 위한 경험 요구사안의 정의 
iii. 최상의 교육 및 훈련 후에, 향해를 위한 준비, 

그리고 선박의 성능과 한계에 대한 이해 
iv.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단계를 가지고 긴급 

대응을 제공하고, SAR을 제공하는 조직과의 지원 
계획을 통한 도움, 해안 기반 긴급대응과 구출 
서비스 

v. 얼음에서의 선박 성능에 대한 관계에서 얼음의 
상태에 기반을 한 지리학적 접근  

3. IMO “지침”의 많은 제안들은 Polar Code와 통합되어야 
한다. 

4. 카테고리 A와 B 선박에 대한 명확한 차이의 명시가 
필요하며, 카테고리 C선박에 대한 정의의 명확함이 
필요하다. 

5. 낮은 온도의 재료들은 특별해질 필요가 있다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극지해역에서의 증가된 
교통량으로부터 발생되는 매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하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참 고 문 헌 

 
IMO DE57/11/3, 2012. Development of a Mandatory D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 (Workshop on Risk 
Assessment of Polar Shipping) 



 

빙해선박의 선급규칙 및 POLAR CODE 제정 동향 
김대헌1*, 하태범 2, 강호근 3 
한국선급 선박해양시스템연구원 

 

TRENDS IN ENACTMENT OF CLASS-RULES AND POLAR CODE 
FOR VESSELS OPERATING IN LOW TEMPERATURE 

ENVIRONMENTS 
Dae-heon Kim1*, Tae-bum Ha2, Ho-Keun Kang3 

Institute of Ship & Ocean Systems Engineering,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요 약 
 

Polar Code 개발의 초기 개념 설정에서부터 기존의 지배적인 극지해역 적용규정 보유 국가와 비 보유국 사이의 활발한 토론 및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결론으로, 최근의 IMO에서 제정하는 모든 규정 제정의 원칙에 따라 목표 기반 안전 구조 방법(GBS, 
Goal-based Safety structured manner)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큰 원칙의 합의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까지 진행된 통신작업반 활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Keywords: Polar code(극지규정), IMO(국제해사기구), IACS(국제선급연합회), GBS(목표기반안전국조방법), Anti-Icing(방빙) 
 

1. INTRODUCTION 
 
IACS Polar Class Rule은 캐나다, 핀란드 등의 정부 

규정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개발된 규칙으로 규칙의 형태 
및 구성이 기존의 규칙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긴 
하지만, 기존의 선급 규칙과는 달리 특정한 해역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전세계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IACS Polar Class Rule은 
IMO Guideline 및 최근 제정 중인 Polar code와도 구조강도 
부분 등 요구조건의 배경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제선급연합회 소속 선급에서 IACS Polar Class Rule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규칙에 비해 
최종적으로는 상위 규정인 Polar Code 제정 작업은 
2010년에 시작하여 2012년에 마무리하는 것이 초기 
계획이였으나 예상보다 방대한 양과 회원국의 많은 
관심으로 실제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개발 초기 Polar Code 개발의 개념 설정에서부터 기존의 

지배적인 극지해역 적용규정 보유 국가와 비 보유국 사이의 
활발한 토론 및 의견 개진이 어어졌다. 이에 따른 결론으로 
최근의 IMO에서 제정하는 모든 규정 제정의 원칙에 따라 
목표 기반 안전 구조 방법(GBS, Goal-based Safety 
structured manner)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큰 
원칙의 합의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 IACS UR-I, RS Rule 및 FSICR 
구조강도 계산식 비교 

 
IACS Polar Class Rule은 I-1(극지등급), I-2(선박의 

구조강도), I-3(기관요건) 등 3개의 part 로 구분되어 있으며, 
빙해역을 운항하는 강구조 선박에 적용하지만 쇄빙선은 
제외한다. 빙해선박의 구조강도는 위에서 언급한 3개 part 
중 극지등급선박의 구조강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는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part로서 구조 설계를 위한 선체 지역구분, 빙하중, 구조칫수 
결정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극지 등급과 연계하여 Fig. 1과 같이 선체 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선미부도 빙 해역 운항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선박은 선박의 후부를 선수 및 선수 중간 지역에 
대응과 동일하게 설계토록 하였다. 극지등급 선박이 운항 중 
순간 빙 충격에 대응하는 구조 칫수 결정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빙 충돌하중은 선수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극지등급 및 선체 지역에 따라 변화하여 설계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Figure 1. Hull Area 
 
Table 1. Corrosion/Abrasion Additions for Shell Plating 

Hull Area  

ts(mm) 

With Effective 
Protection 

Without Effective 
Protection 

PC1 - 
PC3 

PC4 
& 
PC5 

PC6 
& 
PC7 

PC1 
- 
PC3 

PC4 
& 
PC5 

PC6 
& 
PC7 

Bow; Bow 
Intermediate 
Icebelt 

3.5 2.5 2.0 7.0 5.0 4.0 

Bow 
Intermediate 
Lower;Midbody 
& Stern Icebelt 

2.5 2.0 2.0 5.0 4.0 3.0 

Midbody & 
Stern Lower; 
Bottom 

2.0 2.0 2.0 4.0 3.0 2.5 

 
또한 선체외판, 늑골 등 구조부재의 설계치 요구 산식을 

제시하며 선체 지역에 따른 외판의 부식 마모의 추가 두께를 

Table 1과 같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빙구조에 대한 
두께 계측결과가 tnet+0.5(mm) 미만인 경우 강재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 수직 빙하중을 고려한 
종강도 기준을 Table 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Table 2. Longitudinal Strength Criteria 
Failure 
Mode 

Applied 
Stress 

Permissible 
Stress when 

 

Permissible 
Stress when 

 

Tension 
  

 

Shear 
  

 

Buckling  

for plating and for web plating of 

stiffeners for stiffeners 

  

 
RS Rule(RMRS : Russia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은 

러시아 정부의 북극해 항해 규정과 더불어 정치적인 특성상 
러시아 선급 규칙도 실제적으로 국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북극권에 가장 많은 영해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빙해선박의 관련 규칙이 쇄빙선과 일반 빙해선박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등급은 Ice1, Ice2, Ice3, Arc4~Arc9 로 
구분되며, 쇄빙선은 별도 등급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Ice1~Ice3는 non arctic 선박 등급으로 Table 3과 같다. 
 
Table 3. Ice Category 

Ship 

category 

Permitted thickness of ice, in m 

Type of 

operation 

Independent 
navigation in 
open pack ice 
at a speed of 
5knots 

Navigation in 
channel 
following an 
icebreaker in 
compact ice at 
a speed of 
3knots 

Ice1 

Ice2 

Ice3 

0.40 

0.55 

0.70 

0.35 

0.50 

0.65 

Episodically 

Regularly 

Regularly 

 
Finnish-Swedish Ice Class Rule(FSICR)은 2002년 핀란 

드 해사국과 스웨덴 해사국이 공동작업으로 개발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표준으로 많이 인용되는 
규정이다. 발틱해의 북쪽해역을 항해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해 부딪히는 얼음에 저항하는 선박의 대빙구조에 대한 
설계 및 장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요구 규정에 대빙구조 요구 규정을 추가 
적용함으로서 선체에서 빙하중을 받는 선박의 대빙구역(ice 



belt)에 대한 특별 보강에 대한 요구조건을 규정함으로서 
빙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의 
규칙이다. 핀란드 정부 및 스웨덴 정부(이하 정부라고 함)가 
동절기에 양국 내 항구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쇄빙선 
지원과 해빙의 상태에 따라 쇄빙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치수 및 대빙 등급에 관하여 정의한다. FSICR에서는 
대빙 등급을 항해구역 해빙의 두께에 따라 아래의 Table 4. 
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대빙 등급의 만족이 
쇄빙선의 무지원 항해 또는 Heavy Ice Jamming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Table 4. FSICR 대빙 등급 

대빙등급 해빙 두께(m) 
IA Super 1.00 

IA 0.80 
IB 0.60 
IC 0.40 

 
FSICR은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발틱해의 북쪽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개발된 
규칙으로 대부분의 선급에서 동 규칙을 선급의 규칙에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도 가장 신뢰성 있는 
극지해역 운항 선박의 대빙구조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빙해선박 규칙의 개발시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IMO Polar Code 제정 동향 
 

앞서 언급한 규칙에 비해 최종적으로는 상위 규정인 
Polar Code 제정 작업은 2010년에 시작하여 2012년에 
마무리하는 것이 초기 계획이였으나 예상보다 방대한 양과 
회원국의 많은 관심으로 실제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개발 초기 Polar Code 개발의 개념 
설정에서부터 기존의 지배적인 극지해역 적용규정 보유 
국가와 비 보유국 사이의 활발한 토론 및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최근 IMO에서 제정하는 모든 규정 제정의 원칙에 
따라 목표 기반 안전 구조 방법(GBS, Goal-based Safety 
structured manner)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큰 
원칙의 합의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2011년 통신작업반 활동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55차 회의에서 정립된 

초안을 바탕으로 통신작업반 활동을 통하여 코드 초안이 
확정되어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56차 회의에 
제출되었다. Polar code는 목표, 정의, 기능 요구 조건 등 
GBS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강제 규정(part A)와 지침(part 
B)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제 규정인 Part A는 15장으로 
구성하였는데, 기존의 IMO Guideline이 권고 수준이였던데 
비해 본 code는 강제사항이므로 극지해역운용매뉴얼, 선박 
안전성, 승조원 생존 및 환경보호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2년 통신작업반 활동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55차 회의 후 통신작업반의 

code 초안을 기본으로 각국의 의제 문서를 고려하고자 
작업반을 구성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극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강제화 코드의 완료 목표를 
2012년으로 하였으나, 환경보호 문제 및 타 전문위원회의 
검토 필요사항 등을 식별하고 추가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약 2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55회의 후 통신작업반에서 
작업한 Polar Code의 목표 및 기능요건에 대한 일관성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및 칠레가 제안을 위험․목적기반의 접근 
기법에 따라 논의 하였으며, 논의 결과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Polar Code의 구성, 어선의 적용 포함 여부, 선체구조 

및 구명설비, 극지해양운영매뉴얼(PWOM : Polar Water 
Operational Manual)의 개발, 항해시스템, 호위작업, 
해상얼음상태, 환경보호문제 

 
2. 캐나다에서 "Ice-free waters" 환경에 적용 가능한 

Category "D" 추가를 제안하였으나, 선체강도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며 해당 선원이 극지해역의 운항을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Category "A, B and 
C"로 적용하도록 잠정 합의하였으며, 명확한 정의 및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통신작업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3.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55차 회의 이후 통신 

작업반에서 작업한 Polar Code의 목표 및 기능요건에 대한 
일관성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및 칠레가 제안을 
위험․목적기반의 접근 기법에 따라 논의 하였으며, 논의 
결과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1. 화재 안전, 보호 관련 기능요건 추가 



1) 모든 소화시스템은 얼음축적으로부터 보호되고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 

2) 소화시스템은 극한의 온도를 고려하여 두꺼운 옷을 
입고 작동할 수 있도록 고려될 것 

3) 온도를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할 것 
4) 국부장비와 기계류는 얼음축적 고려 및 얼지 않도록 

배치될 것 
5) 소화시스템과 연결된 해수흡입구는 얼음 유입을 

방지할 것 
6) 접근 및 탈출로는 항상 얼지 않도록 고려 할 것 
7) 소화 펌프 설치 구획의 온도조건 협의(10도 or 얼지 

않는 온도) 
 
3-2. 항해시스템 기능요건 추가 
1) 얼음 정보 수집 시스템 
- 모든 선박에 얼음 및 날씨정보를 제공(Weather telefax) 
- Category A and B 선박은 해역의 빙영상을 받을 수 

있는 장비를 장착 (Radars) 
2) 중요항해장비에 대해서는 예비품 준비 
 
3-3. 비상통신장비 기능요건 추가. 
1) 선박과 선박 간, 선박과 육지간의 통신 
2) 비상 교신, SAR 시설과의 효율적인 통신, 

호송작업선과의 통신 
 
3-4. 선원 고용 및 교육 기능요건 추가 
 
3-5. 환경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을 본 

통신작업반에서 다룰 것인지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정을 
의뢰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대립이 첨예하여 최종 
결정을 도출하지 못함 

 
3-6. Polar Code 초안 중 극 지역 운항에 대한 

관련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아래 Chapter들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 세부적인 검토를 요청키로 함 

Chapter 3 복원성 및 구획 (SLF) 
Chapter 4 수밀구획배치 (SLF) 
Chapter 7 화재예방 및 안전 (FP) 
Chapter 9 항해 (NAV) 
Chapter 10 통신 (COMSAR) 
Chapter 13 선원고용및교육 (STW) 
 
3-7.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55차 회의에 제출된 

Risk matrix의 추가 개발 수행 결정 
 

3-8. 2012년 초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56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 및 초안을 근거로 총 5차례의 의견 
교환 및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도 통신작업반 
검토 최종안은 12월 중에 IMO에 제출될 예정임 

 
3-9. 전체 목차 중 선박설계 및 의장전문위원회 56차 

회의에서 각 전문위원회에 요청한 chapter(복원성 및 구획, 
수밀구획 배치, 화재예방 및 안전, 항해, 통신, 선원 교육 및 
고용)를 제외한 나머지 chapter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4. CONCLUSIONS 

 
현재 IMO Polar Code는 Application(적용)과 Certificate 

and survey(인증 및 검사)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회의에서는 Category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위험인자를 추가 식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적 영향에 대한 문제는 많은 
관심과 토론에 비하여 아직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Polar code에 삽입이 최근에 결정되었으므로 앞으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과 남극의 해역은 유사하기도 하지만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리적인 차이에서 오는 점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범용적인 추가 논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olar code 개발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경우 본 연구에서 
검토 중인 모든 빙해선박 규정이 영향을 받게 되며, 각 
규칙의 개정이 polar code의 발효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polar code 개정 동향 검토에서 더 나아가 
개정과정에 적극적인 국내 조선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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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선의 빙저항 감소 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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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duction method of ice resistance 
for ice breaker

Seo-Hyun Le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ae-Moon Lew(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Ju Lee(KIOST), Joung-Gil Yum(KIOST)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빙저항 제어 및 감소 기법에 관한 국내외 연구 사례를 조사하여 빙저항 저감 기법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눈이 쌓인 경우에 래밍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의 선수부에서 물을 분사시켜 빙저항을 저감시키는 flushing 
water system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는 수중에서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모형 빙편이 선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빙저항을 저감시키는 compressed air system 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선수부에 부가물을 부착시켜 빙저항을 
저감시키는 reamer 부착에 따른 빙저항 저감시험을 수행하였다.  KIOST의 빙저항 저감용 모형선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KIOST 
빙해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용방법에 따른 저항 개선 정도를 확인하였다. 

Keywords : Ice resistance(빙저항), ramming(래밍)flushing water system(물분사시스템), compressed air system(압축공기분사시스템), 
reamer(리머)

1. 서언
북극 해안의 증가하는 원유 및 천연 가스의 개발로 인하여, 쇄

빙선의 사용이 빈번해져 왔고, 천연 자원 수송에 큰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주위 환경과 빙하의 상태, 쇄빙선의 모양 빛 속도 등
은 빙하 저항에 기여하고, 선체와 빙하의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상호관계로 인하여 빙저항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
는 운항시 예측하기 어려운 쇄빙선의 빙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후, 수면 상부에서 물을 뿌려주는 방법, 
선체 하부에서 공기를 분사시켜주는 방법 및 선수부에 리머를 설
치하는 방법에 대한 저항저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해양과
학기술원의 빙해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치에 적용방법에 따른 빙저항 감소 정도를 확인하였다. 

2. 빙저항 저감 장치 
2.1 Compressed air system

Compressed air system은 선체 아래쪽에 적당한 간격으로 설
치된 노즐(nozzle)에서 압축공기를 분사시킴으로써 쇄빙 시 빙편
이 선체와 접촉되는 것을 감소시켜 마찰 저항을 줄이는 장치이
다.(KAZUO NOZAWA, 빙해공학, 2010) 노즐의 위치 및 압축공
기 분사량에 따른 저항 감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2.2 Flushing water system
Flushing water system은 선수부 수면위에 설치한 10여개의 

노즐(Nozzle)로부터 해수를 빙판 위로 흐르게 해서 쇄빙시 선체
와 빙판사이 마찰계수를 감소시켜서 쇄빙 저항을 감소시키는 장
치이다.(KAZUO NOZAWA, 빙해공학, 2010) 노즐의 위치 및 부
사 유량과 분사속도에 따른 저항 감소를 확인 하는 것 이 필요하
다.

2.3 Reamer
Reamer는 선수부에서 깨진 빙편이 선체와 접촉하는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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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 선수부에 설치하는 돌출 부가물로 빙해역에서 빙저
항을 감소시키며, 조종성능이 개선되는 역할을 한다. 얇은 층의 
얼음 속에서 발생하는 Ramming에 의한 충격으로부터 선체를 보
호하고 프로펠러로 유입되는 얇은 층의 얼음의 진입로를 변경하
고 빙 해역에서의 조종성능을 개선시켜 얼음 속에서 효과적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안정선, 2007) 

2.4 국내외 기술동향

2.4.1 Compressed air system
2.4.1.1 독일 Air-water jet

독일의 Jastram 사에서 개발한 Air-water jet 시스템은 눈이 
쌓인 평탄빙에서 2노트 정도의 저속으로 항행한다면 약 30% 저
항감소가 가능 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독일의 쇄빙선 Polarstern
에 설치되어 있다. 아래 Fig. 1은 Max waldeck에 설치된 
Air-water jet 시스템이다. (KAZUO NOZAWA, 빙해공학, 2010) 

Fig. 1  Air-water jet system of Max waldeck

2.4.2 Flushing water system
2.4.2.1 스웨덴 Hull wash system

스웨덴의 쇄빙선 Oden의 Hull wash system은 선수부 수면 위 
1.3m 현측에 모두 12개 및 저항감소와 조종선 향상을 위해 설치
된  Reamer 근처 좌우현에 4개의 해수분출용 노즐(Nozzle)이 설
치되어 있으며, 선저의 sea chest에서 펌프로 흡입한 해수를 시
간당 18,000로 분출시킨다. 두께 75cm 평탄빙에서의 실선 
실험에 따르면 Hull Wash 시스템 사용으로 동일한 속력에서 마
력이 약 25% 감소되어 쇄빙성능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되었
다.(KAZUO NOZAWA, 빙해공학, 2010)  아래 Fig. 2는 Hull 
wash system이 설치되어 있는 스웨덴 쇄빙선 Oden이다.

Fig. 2 Ice breaker Oden

2.4.2.2 일본 Flushing water system
일본의 Flushing water system은 실선에 적용하여 10% 이상

의 마력 저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Kishi Susumu, 
et al., 2008) Fig. 3은 일본의 연구진에 의해 Flushing water 
system이 실선에 적용된 선박이다.

Fig. 3  Ice breaker with Flushing water system
Fig. 3에 보인 바와 같이 선수부 현측(수면 위)에 설치한 여러 

개의 노즐을 통해 해수를 빙판 위로 흐르게 해서 쇄빙 시 선체와 
빙판 사이 마찰을 감소시켜서 쇄빙저항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노즐의 위치 및 유량 변화에 따른 저
항 저감 정도를 계측하였다.

Fig. 4  Arrangements of water flushing nozzles 

2.4.3 Reamer



2.4.3.1 한국 ISB(Ice Separating Blade)
Fig. 5에는 국내에서 고안된 빙저항 저감장치인 ISB(Ice 

Separating Blade)를 도시하였다. 이 장치는 일반항해시 주위유
동의 교란이 적어 나선상태 대비 저항의 증가 요인이 거의 없고 
유동의 균일화에도 기여하게 설계되었고,  빙중 항해시 선측에 
부딪치는 얼음조각들을 선미 선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
게 되어 빙마찰 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고안되었다고 기술하고 있
으나 빙해수조에서의 실험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안정선, 
2007)

Fig. 5 Model ship with ISB

3. 빙저항 저감 장치 개발
3.1 모형선

빙저항 저감을 위해 설계한 빙저항 저감 실험 장치들은 KIOST 
빙해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용 방법에 
따른 저항 개선 정도를 확인하였다. 

Fig. 6과 Fig. 7에는 KIOST 빙수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시 
사용된 모형선의 선도를 도시하였으며, Table 1 에는 실선의 주
요 제원을 나타내었다.

Fig. 6  Body plan of KIOST Ship

Fig. 7 Half Breadth Plan and Sheer plan

SPOON-TYPE HULL FORM(Basic-I, 75-25)
LWL 256m
LBP 252m

Beam 42m
Draft 14m

Scale ratio 1/40

Table 1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a ship

3.2 Compressed air system 설계
모형선에 Fig 8 및 Fig. 9와 같은 위치에 직경 3mm 노즐

(nozzle)을 양현에 모두 42개 설치하고, 컴프레서로부터 압축공
기가 공급되도록 관을 연결하였으며, 공기 분사를 조절할 수 있
는 밸브를 각 관에 설치하였다. 노즐은 흘수로부터 295mm 하부
에 설치되며, 노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Fig. 8 Position of Compressed air system

Fig. 9 Position of compressed air system 

3.2.1 모형시험
Table 2에는 1차 빙저항 저감을 위해 수행한 3회의 

compressed air system 실험 조건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해
당 저감장치를 사용하기전의 저항과 저감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저항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1차 실험시 모형빙 두께는 



Experimental Condition
Total Ice resistance (N) reduction 

rate
(%)

w/o 
reduction 
system

w/
reduction 
system

Compressed air 0.1bar
(Nozzle hole dia : 3mm) 72.6N 64.7N -11%
Compressed air 0.1bar
(Nozzle hole dia : 3mm) 76.3N 76.2N -
Compressed air 0.3bar
(Nozzle hole dia : 3mm) 68.2N 62.2N -9%

Table 2 1st experimental results of compressed air system 

Experimental Condition
Total Ice resistance N reduction 

rate
(%)

w/o 
reduction 
system

w/o 
reduction 
system

Compressed air 0.1bar
(Nozzle hole dia : 3mm) 167N 145.6N -13%
Compressed air 0.3bar
(Nozzle hole dia : 3mm) 143.7N 132.1N -8%
Compressed air 0.1bar
(Nozzle hole dia : 3mm) 149.4N 134.1N -10%

Table 3 2nd experimental results of compressed air 
system 

25.85mm, 굽힙 응력은 64kpa이었다. 모형선은 실선 3knots에 
대응하는 선속으로 예인하였다. 

Table 3에는 2차 빙저항 저감을 위해 수행한 3회의 
Compressed air system 실험 조건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해
당 저감장치를 사용하기전의 저항과 저감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저항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시 모형빙 두께는 
39.0mm, 굽힙응력은 40kpa이었다. 모형선은 실선 3knots에 대
응하는 선속으로 예인하였다. 

3.2.2 모형시험 결과 분석
실험 전 압축공기의 압력정도 결정과정으로 0.1bar~0.3bar의 

범위의 압력이 모형선 하부에서부터 분출되는 공기는 배의 선형
을 따라 수면으로 올라와 선체와 빙편 사이의 접촉을 감소시켜 
마찰 저항을 줄여 주는 효과를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Table 2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1차 실험 결과 
compressed air system의 경우 압력이 클수록 저항 저감율이 커
졌다. 압력이 클수록 선체로 밀려오는 빙편을 더 크게 밀어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10~11은 1차 실험에서의 Compressed air system의 압축

공기 압력 0.1bar, 0.3bar 일 때이다. 

Fig. 1st experimental results of compressed air system 
pressure 0.1bar

Fig. 11 st experimental results of compressed air 
system pressure 0.3bar

2차 실험 Table 3의 결과 Compressed air system를 사용하면 
확실히 저항이 감소하였지만 압력이 클수록 저항 저감율이 커졌
던 1차 실험 결과와 달리 유입되는 압력이 커질수록 저항 저감율
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1차와 2차 실험결과가 다른 경향을 보인 이유는 실험마다 달
랐던 얼음의 두께와 압축정도의 차이에 따른 것과  압축 공기의 
압력이 커짐에 따라 선형을 따라 공기가 수면으로 상승하지 않고 
노즐 지름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압력의 힘으로 인해 
선형을 따라가지 않고 효과적이지 못한 각도로 수면으로 공기가 
상승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노즐이 수용 가능한 압축 공기 
압력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Flushing water system 설계
Flushing water system 의 빙저항 저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모형선 선수부에 아래 Fig.과 같이 Flushing water system을 설
치하였다. 노즐(Nozzle)의 위치는 일본의 연구결과 (Kishi 
Susumu, et al., 2008) 를 참고로 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을 택하
였다. 물 분사를 위해 Fig. 12~Fig. 14에 보인 바와 같이 직경 
3mm 노즐(Nozzle)을 모두 26개 설치하고, 펌프에서 분출된 물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밸브를 설치하였다.  노즐(Nozzle)은 
흘수로부터 71mm 상부에 설치하였다. 1차 실험을 수행한 결과 
노즐(Nozzle) 직경이 작고 유량이 커서 물이 선수부로부터 멀리 



Experimental condition
Total Ice resistance N Reduction 

rate
(%)

w/o 
reduction 
system

w/ 
reduction 
system

Flushing water 3.9L/min
(Nozzle hole dia : 3mm) 86.5N 86.5N -
Flushing water 8.0L/min
(Nozzle hole dia : 3mm) 67.4N 59.2N -12%

Table 4 1st experimental results of flushing water system 

Experimental condition
Total Ice resistance N Reduction 

rate
(%)

w/o 
reduction 
system

w/o 
reduction 
system

Flushing water 8.0L/min
(Nozzle hole dia : 5mm) 146.2N 141.3N -4%
Flushing water 10.5L/min
(Nozzle hole dia : 5mm) 151N 140.1N -7%

Table 5  2nd experimental results of flushing water system 

분사되는 특성을 보임에 따라 노즐(Nozzle) 직경을 5 mm로 크게 
하여 모형시험을 다시 수행하였다. 

Fig. 12 Position of Flushing water system

Fig. 13 Position of fushing water system(top view)

Fig. 14 Position of flushing water system(profile)

3.3.1 모형시험
Table 4에는 1차 빙저항 저감을 위해 수행한 2회의 Flushing 

water system 실험 조건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저감장치
를 사용하기전의 저항과 저감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저항을 비교
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시 모형빙 두께는 25.85mm, 굽힙응력
은 64kpa이었다. 모형선은 실선 3knots에 대응하는 선속으로 예
인하였다. 

Table 5에는 2차 빙저항 저감을 위해 수행한 2회의 Flushing 
water system 실험 조건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저감장치
를 사용하기전의 저항과 저감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저항을 비교
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시 모형빙 두께는 39.0mm, 굽힙응력
은 40kpa이었다. 모형선은 실선 3knots에 대응하는 선속으로 예
인하였다. 

3.3.2 모형시험 결과 분석
 설계한 Flushing water system을 모형선에 설치 후, 3mm 노

즐(Nozzle)의 Flushing water system 실험 유량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3.0L/min부터 8.5L/min의 범위의 유량을 빙수조 밖에서 정
도를 확인해보았다. 확인한 유량의 범위 최소가 3.0L/min인 이유
는 그 이하의 유량은 노즐(Nozzle)에서 나오기 전에 많은 에너지 
손실로 배의 측면을 타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예상하는 flushing 
water system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확인한 유량의 범위 최대가 
8.5L/min인 이유는 그 이상의 유량은 지름 3mm의 노즐이 유량
을 감당하지 못하여 배에 설치된 26개의 노즐이 제각각 고르지 
못한 정도를 가지고 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1차 실험 Table 5의 결과 Flushing water system은 유입되는 
유량이 클수록 저항 저감율이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Fig. 15~Fig. 16은 1차 실험에서의 Flushing water system
의 유량은 3.9L/min, 8.0L/min 일 때이다.

Fig. 15 1st experimental results of flushing water 
system flow rate 3.9L/min



Experimental condition
Total Ice resistance N Reduction 

rate(%)
w/o 

reduction 
system

w/ 
reduction 
system

Reamer 143.8N 154.7N +8%

Table 7 2nd experimental results of reamer

Experimental condition
Total Ice resistance N

Reduction 
rate(%)

w/o 
reduction 
system

w/ 
reduction 
system

Reamer 148.8N 155.0N +4%

Table 8  3rd experimental results of reamer

Experimental condition Total Ice resistance N Reduction 
rate(%)

Reamer 133.9N +8%

Table 6 1st experimental results of reamer

Fig. 16 1st experimental results of flushing water 
system flow rate  8.0L/min

Flushing water system의 1차 실험에서 설계 시 예상했던 유
량보다 현저히 적어서 Flushing water system의 노즐 지름을 

3mm에서 5mm로 증가시켜 1차 실험시의 노즐(Nozzle) 위치
와 같은 위치에 시공 후 2차 실험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차 실험 Table 6의 결과 Flushing water system 노즐
(Nozzle)의 지름이 3mm에서 5mm로 증가되어도 1차 실험과 유
사하게 유입되는 유량이 클수록 저항 저감율이 커졌다.

3.4 Reamer 설계
Reamer는 일반해역에서 선박의 저항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Reamer의 형상은 일반해역에서 저항을 감소시키도록 라운드 타
입으로 설계하였다.

 설계한 Reamer는  모형선 선수부의 양현에 설치하여 부착하
도록 하였다. Reamer는 모형선의 곡률을 무시하고 직선 형태로 
만들어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Reamer의 재질은 제작 
및 설치가 용이한 목재로 제작하였다.

1차, 2차 실험 후 결과를 반영하여 Reamer의 두께를 수정하
여 3차 실험을 하였다. 

 3차 실험에서는 두께를 50mm에서 25mm로 줄인 Reamer를 
더 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차, 2차 실험에서의 Reamer의 위
치보다 315mm 앞쪽으로 선수부에 더 가깝게 설치하였다. 

 Fig. 17에서 1차, 2차 실험에서 Reamer의 위치(점선)와 바뀐 
3차 실험에서의 Reamer의 위치(실선)를 나타내었다. 

Fig. 18은 다시 설계한 Reamer를 모형선의 선수부에 설치한 
모습이다.

Fig. 17 Position of Reamer after 3rd experiment

Fig. 18 Reamer installed on model ship 
when 3rd experiment

3.4.1 모형시험
Table 6에는 1차 빙저항 저감을 위해 수행한 1회의 Reamer 

실험 조건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시 모형빙 두께는 
25.85mm, 굽힙응력은 64kpa이었다. 모형선은 실선 3knots에 
대응하는 선속으로 예인하였다. 

Table 7에는 2차 빙저항 저감을 위해 수행한 1회의 Reamer 
실험 조건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저감장치를 사용하기전
의 저항과 저감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저항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
였다. 실험시 모형빙 두께는 39.0mm, 굽힙응력은 40kpa이었다. 
모형선은 실선 3knots에 대응하는 선속으로 예인하였다. 

Table 8에는 3차 빙저항 저감을 위해 수행한 1회의 Reamer 
실험 조건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저감장치를 사용하기전
의 저항과 저감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저항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
였다.  실험시 모형빙 두께는 39.0mm, 굽힙응력은 36kpa이었
다. 모형선은 실선 3knots에 대응하는 선속으로 예인하였다. 



3.4.2 모형시험결과분석
1차 Reamer 실험의 경우 Reamer 장치 사용 유무의 경향이 

아닌 선수부에서 깨진 빙편이 Reamer가 장치된 모형선의 주위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경향을 확인하였다. 1차 실험 결과 Reamer
가 선수부에서 유입되는 빙편을 다시 쪼개어 선체에 더 큰 저항
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차 Reamer 실험의 경우 1차 실험에서 확인하였던 Reamer
가 선수부에서 유입되는 빙편을 쪼개면서 선체에 더 큰 저항을 
가져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었다.

Fig. 19는 2차 실험시 모형선에 설치된 Reamer가 선수부에서 
밀려오는 빙편을 쪼개어 밀어내는 모습이다.

Fig. 19 2nd experimental results of reamer
 1차, 2차 실험 결과 설계된 Reamer의 두께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3차 실험에서는 기존의 실험의 Reamer 두
께인 60mm를 30mm로 Reamer의 두께를 줄여 다시 설계하여 제
작하였고, Reamer의 위치를 더 앞쪽 선수부에 가까이 위치 시켜
서 Reamer의 효과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설계 수정된 Reamer
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Fig. 20은 3차 실험시 모형선에 설치된 Reamer가 선수부에서 
밀려오는 빙편을 밀어내는 모습이다.

Fig. 20 3rd experimental results of reamer
 

3차 실험의 결과를 보면 Reamer를 사용한 빙저항 저감장치 3
차 실험 결과의 저항 증가율이 +4%가 된다. Reamer의 두께 수
정 전(60mm) 2차 실험에서의 Reamer 시험 결과인 저항 증가율 
+8%보다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두께를 줄여서 

Reamer가 얼음을 오히려 더 깨부수어내서 나타나는 저항이 줄고 
리머의 설치 위치가 선수부분으로 더 이동되어 리머가 효과적으
로 선수부에서부터 밀려들어오는 얼음을 밀어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Reamer 설치로 인해 저항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언
본 논문에서 연구한 빙저항 저감 장치들은은 선수로부터 유입

되는 부유 얼음 조각들이 선체로 부딪히므로서 발생하는 빙저항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Flushing water system과 Compressed air system은 노즐
(Nozzle)에 유입되는 유량이 클수록 저항 저감율이 커지는 경향
을 볼 수 있었다. 각 system의 노즐(Nozzle)의 효과적인 가용 범
위에서 저항 감소율이 우수 할 수 있다.

Reamer는 Reamer의 두께와 Reamer의 side tangent line의 
각에 따라 선수부에 몰려오는 더 쪼개어 많은 저항을 부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Reamer의 두께나 Reamer의 side tangent line의 
각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선수
부에서 밀려오는 빙편을 효과적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가능한 선
수부 가까이에 Reamer를 위치하는 것이 저항 감소율을 커지게 
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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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빙하중 계측 및 해석 기법 연구
이재만(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춘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영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

A Study on Measurements and Analysis Methods 
of Global Ice Loads

Jaeman Lee(KIOST), Chunju Lee(KIOST), Youngsik Kim(KIOST)

요 약
This paper introduces an inertial measurement system called Motion PakⅡ and the global ice load estimation 

algorithm & software and discusses results from one of its full-scale installations. Recent measurements have shown 
that the ship motion measured by motion sensor(Motion PakⅡ, MOTAN system) offers a novel approach for 
determining ice-induced global loads on ships. The novel approach method consists of two parts: an instrument for 
measuring whole-ship motions, and software for processing those motions to obtain global ice impact loads. A 
background of the novel approach method is given, along with full-scale data to support its feasibility for determining 
global loads from transient ice impacts. The focus of the paper is full-scale data acquired while the ARAON rammed 
old ice floes in the Arctic. Global ice load estimation algorithm & software-derived global loads are presented for two 
representative events. Data show that ice impact forces can approach 22~29 MN when ships operate in heavy ice 
conditions.
Keywords : Global ice load, Ship Motion, Surge acceleration, Motion pakⅡ, ARAON, LabVIEW,

1. 서 론
선체에 미치는 전체 빙하중(충격력)은 주로 선체에 부착된 

Strain Gauge에 의해 계측되어져 왔다. 전체 빙하중을 추정하는 
이러한 접근은 선박을 변형이 가능한 탄성체로 간주하는 것에 기
초한다. 선박의 구조적 변형은 배 전체에 걸쳐 hull-girder beam
의 변형률에 의해 계측되고 구조적 변형률의 측정은 전체 하중을 
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Strain Gauge를 설치하
고 계측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최근 선
박에 대한 전체 하중을 추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이는 NRC-CHC(Canadian Hydraulics Centre(CHC)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전체 
빙하중(external ice force)을 구하기 위해 선체를 강체로 간주하
고 선박운동(ship motion)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NRC-CHC에서 제안한 전체 빙하중 추정 방법
에 따라 전체 빙하중을 추정하기 위해 직선 가속도와 회전속도를 
출력하는 센서(Motion PakⅡ)를 사용하여 선박의 6자유도에 대
한 ship motion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ship motion을 이용
하여 전체 빙하중을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해석 tool을 개발

하였고 특히, 해석 tool은 ship motion의 신호를 처리하여 선박에 
작용하는 전체 빙하중(global ice load)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어졌
다.

지금까지 이러한 접근방식은 3개의 쇄빙선에 사용되어졌다. 
첫 번째는 2000년 4월 USCGC HEALY 쇄빙선에 설치되어진 모
션센서에 의한 실선 계측이었고 HEALY의 실선 계측에 대한 결
과는 ship motion을 이용한 빙하중 추정이라는 컨셉이 실선 스케
일에서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Johnston 
et al., 2001-a). 두 번째는 2000년 10월 CCGS LOUIS S. 
ST-LAURENT 쇄빙선에 대한 실선 계측이었고 주목적은 빙해역
에서 선박의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Johnston 
et al., 2001-b).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실시된 2002년 CCGS 
TERRY FOX 쇄빙선에 대한 실선 계측에서는 다양한 유빙(ice 
bergy bit)과의 충돌 시 선박 전체에 작용하는 빙하중을 추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실해역 실선 시운전 시 빙-선체 상호작용에 의
한 선박운동자료(ship motion data)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체 빙하중을 추정하는 알고리즘 및 빙하중 해석 tool을 개발하
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개발한 해석 tool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쇄빙선 또는 빙해선박의 구조 설계에 필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요한 기초 자료 제공에 최종 목표를 둔다. 

2. 빙하중 해석 방안
2.1 빙하중 추정 방법

빙하중의 추정은 motion pakⅡ에 의해 계측된 ARAON호의 
motion data를 이용하여 빙하중 추정식을 이용해 해석되어진다. 
Motion pakⅡ에 의해 계측되어진 ARAON의 surge, sway, heave 
방향 가속도(acceleration)와 roll, pitch, yaw 방향 각속도
(angular rate)에  미분 또는 적분을 취하여 선박 운동 즉, 선박
의 변위, 속도, 가속도를 추정한다. 추정된 선박 운동을 빙하중 
추정식(식(1))에 대입하여 빙하중을 도출한다. 실제 선박에 대해
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복원력이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빙하중의 도출을 위해서는 변위와 속도, 가속
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빙하중 계측 기법

2.2 빙하중 추정식(선박의 기본 운동방정식)
식(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lobal Ice Force는 Inertia force, 

Added mass, Damping, Restoring term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Displacement, Velocity, Acceleration vector는 실해

역에서 계측된 motion pakⅡ 또는 GPS 정보로부터 계산 되고 
부가질량(added mass)을 포함하는 관성(inertia), 감쇠
(Damping), 복원(Restoring) 행렬은 선박의 크기와 질량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식(1)

Where,
[M] : Inertia Matrix
[A] : Added-mass Matrix
[B] : Damping Matrix
[C] : Restoring Matrix
{} : Displacement vector

{} : Velocity vector
{} : Acceleration vector
{ } : Exciting force vector due to Ice-breaking

위 식(1)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2.2.1 Inertia Matrix[M] & Restoring Matrix[C] 추정
우선, Inertia force와 Restoring force는 각각 관성 행렬과 복

원 행렬에 가속도 벡터와 변위 벡터를 곱함으로 얻어진다. 관성 
행렬과 복원 행렬은 주어진 선박의 형상과 질량 특성으로부터 얻
을 수 있다. 

2.2.2 Added-mass[A] & Wave damping[B] 추정
부가 질량과 감쇠 계수는 부유체가 경험하는 운동의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포텐셜 가정을 
통해 계산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당 연구원이 개발한 
MLINHYDH code를 사용하여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부가 질량과 
감쇠 계수 특성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 대상으로 하는 
쇄빙선은 쇄빙을 할 때 저속으로 운항하므로 0Hz의 운동 주파수
를 가정하여 부가 질량 행렬과 감쇠 계수 행렬을 구성하였다.

그림 2 자유수면 위의 빙하를 고려

2.3 실해역 계측 데이터의 이용 방법
선박과 빙의 충돌 시 빙에 의한 하중이 선박에 가해지고 이에 

의해 선박 운동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특히 x방향 병진 운동인 
Surge motion에 큰 변화가 생기고 그 운동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빙하중을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박이 진행할 때 선수
부에 빙과의 충돌이 발생하면 선박의 진행방향 가속도는 감소하
게 되고 진행을 방해하는 빙이 제거되어지면 가속도는 다시 증가
하게 된다. 그리고 크고 단단한 빙과 충돌하게 되면 가속도의 변
화는 그렇지 않을 때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빙
에 의한 하중이 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Ship 
Motion과 선박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여 빙하중 해석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고 실선의 쇄빙 시험 시 선박의 motion data를 이용
한 LabVIEW 기반의 빙하중 해석 tool을 개발하였다.

ⅰ) Inertia Matrix (ton, ton-m, ton- )

  











     

     
     
     
     
     

ⅱ) Restoring Matrix (kN/m, kNm/m)

 











     
     
     
     
     
     

ⅲ) Added mass Matrix (ton, ton-m, ton- )

  











     
      

     
      

     
     

Added-mass와 Wave damping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유체
력 해석이 필수적이고, 이때 해석 프로그램은 MLINHYDH 
ver.1.2를 사용하였다. 그림 3의 ARAON의 offset data 및 관성
정보를 이용하였는데 Kxx = 0.3B = 5.7m, Kyy = Kzz = 0.25Lpp 
= 23.75m, Zg = 0.0m(정수면)로 가정하였고 나머지 Hydrostatic 
data는 lines(DA파일)로부터 계산하였다. 

그림 3 ARAON offset data

2.4 계산결과
다음의 동유체력 해석 결과들은 빙하중 해석 프로그램에 입력

되어 빙하중 해석에 사용된다. 빙하중 해석 프로그램은 식(1)을 
기초로 하며 단위는 m, rad, sec, kN, kN-m를 사용한다.

        식(1)

단위 : surge, sway, heave => [m]
       roll, pitch, yaw => [rad]
       time => [sec]
       force => [kN]
       moment => [kN-m]

2.5 전체 빙하중 계산
동유체력 해석을 통하여 빙하중 추정식(선박의 기본 운동방정

식)에 대입할 matrix를 구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빙하중 해석 프
로그램으로부터 빙하중을 구하게 되는데 해석 결과는 Fx, Fy, 
Fz, Mx, My, Mz의 값들이 출력되고 여기에서 전체 빙하중은 식
(2)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식(2)

where
    F = global ice impact force
    Fx = longitudinal ice impact force component
    Fy = lateral ice impact force component
    Fz = vertical ice impact force component

빙하중 추정을 위해 먼저 선박의 기본 운동방정식을 알아보았
고 이를 적용한 빙하중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 알고리즘을 적용
한 해석 tool을 개발하였다. 빙하중 해석 tool을 개발함에 있어서 
Added-mass와 Wave damping을 동유체력 해석을 통해 계산하
였고 실해역 실선 계측을 통하여 얻은 선박의 Motion 
data(Dispalcement vector, Velocity vector, Acceleration 
vector)를 input으로 하여 빙하중 해석 tool로부터 얻은 결과를 
전체 빙하중 계산식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빙하중을 계산
할 수 있다.

ARAON의 motion data를 이용하여 빙하중 해석 tool을 통해 
전체 빙하중을 추정해본다.

3. 실선 전체 빙하중 해석 예
3.1 신호처리

2012년 남극항해 시의 ARAON의 시운전 데이터를 보면 선박
에 탑재된 GPS로부터 계측된 선박 운동(roll, pitch, yaw, heave)
과 Motion PakⅡ data와의 엄밀한 동기 구성이 어렵다. GPS 데
이터는 약 3600초, Motion PackⅡ 데이터는 약 800초로 Motion 
PackⅡ 데이터는 GPS 데이터에 비하여 너무 짧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의 Motion data(law data)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왜냐하면 noise가 포함되어 신호를 알아볼 수 



없거나 data의 불연속점 또는 계단식 신호가 존재하여 원하는 방
식의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5에서와 같이 선박의 Motion data의 신호처리 과정을 통하
여 사용가능한 신호로 바꾸어 사용한다.

그림 5의 Raw DATA를 보면 계단식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빙하중 해석 tool의 input은 surge, sway, heave 방
향 가속도(acceleration)와 속도(velocity), 변위(displacement)를 
필요로 한다. motion pakⅡ에서는 surge, sway, heave 방향의 
가속도와 각속도만이 계측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미분 또는 
적분을 해야 하는데 그림5의 Raw DATA는 미분불가능하기 때문
에 Moving Averaging Filtering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계단식 
신호를 유선 화한다.(heave 신호를 참조함.)

그림 5의 두 번째 신호를 보면 Moving Averaging Filtering을 
거쳤지만 여전히 데이터에 불연속점이 존재하여 미분 불가능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신호를 미분 가능한 신호로 변환하고 
큰 간격의 신호를 조밀한 간격의 신호로 바꾸어 동적 물리량 추
정에 유리하도록 하기위해 Spline을 적용하여 resampling하였다. 
resampling은 기존의 1초에서 0.05초로 하였고 이 과정은 
Moving Averaging filter와 Spline Resampling의 신호처리 과정을 
거쳐 noise와 불연속점을 제거하여 미분가능하게 만든 후, 마지
막 신호처리 과정에서 실시한다(그림 5 마지막 신호).

그림 4 신호처리 화면

3.2 빙하중 해석 예
상기한 실선 전체 빙하중 해석을 위한 ship motion data의 신

호 처리 과정을 거쳐 그림 5와 같이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Moving Averaging filter에 사용되는 sample 개수의 조정으로 
noise를 제거하고 3차 spline interpol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조밀한 간격의 data 재생성 및 미분가능 함수로 전환하였으며 저
속 선형 운동 방정식을 역으로 풀어 운동을 야기한 힘을 추정하
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전체 빙하중을 계산하였다.

그림 5 빙하중 해석 화면

4. ARAON호에 대한 실선 빙하중 해석
4.1 Motion PakⅡ 데이터

2012년 남극항해 중의 Motion PakⅡ 데이터는 심한 noise로 
사용이 불가하여 2011년 북극 추코트해 항해 시의 ARAON의 시
운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빙하중을 추정해 보았다.

4.2 2011년 북극 추코트해 시험 빙판
북극해에서 해빙은 6월에서 8월 사이 녹았다가 10월부터 다

시 결빙이 발생하는데, 해수의 표면이 대기로부터의 에너지 손실
에 의해 온도가 -1.89℃ 부근까지 낮아지게 되면 다시 결빙이 시
작된다. 

그림 6 The first old ice floe for field test(11 August, 
2011)



그림 7 Sea ice thickness profiles at ice floe #1
이번 연구항해는 북극해 여름철 중반에 해당함에 따라 1년생 

빙(first-year ice)의 경우 대부분 녹고 있는 단계였으며, 2~4m 
정도의 2년생 빙(second-year ice)과 7~12m 정도의 빙맥(ice 
ridge)과 함께 빙판위에 많은 물웅덩이들이 관측되었다. 

그림 6의 Old Ice #1은 2011년 8월 11일 ARAON을 이용한 
북극항해 시의 첫 번째 시험 빙판으로 폭은 45m, 길이는 100m 
정도, 빙두께 1.3m~3m 정도로서 주로 2년생 빙이 분포하였다. 
시험 빙판의 시작부분은 1.3m이고 중간으로 이동 할수록 두꺼워
져 가운데 부분은 3m에 도달한다(그림 7).

그림 7과 그림 9의 해빙두께 측정의 경우 시추장비(2 inch ice 
auger)와 전자기 유도 장비(electromagnetic induction 
instrument, EM31-MK2)를 사용해 해빙에서 겉보기 전도도를 계
측하여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그림 8의 old ice #2는 2011년 8월 12일 ARAON을 이용한 
북극항해 시의 두 번째 시험 빙판으로 폭 55m, 길이 110m 정도, 
빙두께 1m~1.69m 정도로 30m부근을 제외하고는 빙두께가 고
른 평탄빙이었다(그림 9). 또한 두 시험빙판 모두 2년생 빙으로
서 빙판에 표면에 물웅덩이가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

북극 시험빙판의 크기와 빙두께, 빙특성은 2011 대한조선학
회논문집의 “추코트해(Chukchi Sea)에서 북극 해빙의 재료특성 
계측“을 참고하였다.

그림 8 Second old ice floe for field test(12 August, 
2011)

그림 9 Sea ice thickness profiles at ice floe #2

4.3 ARAON호에 대한 전체 빙하중 해석 결과
그림 10은 시험빙판 #1에서의 Motion pakⅡ에 의해 계측된 

ship motion과 자체 개발한 빙하중 추정프로그램에 의해 해석된 
전체 빙하중을 보여주고 있다. 계측과 해석 시간은 총 140초이고 
그 동안의 ARAON의 surge motion과 전체 빙하중을 보면 60초 
부근에서 높은 빙하중을 나타내는데 이는 시험빙판의 가장 두꺼
운 부분인 3m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ARAON
의 진행방향 가속도인 surge motion이 크게 흔들리고 작은 값을

 

그림 10 Global loads and motion of ARAON during 
ramming old ice floe #1 (double arrows used to help align 

global loads and acceleration)
보인다. 125초 부근에서도 빙두께 2.7m~2.8m로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은 시험빙판 #2에서의 Motion pakⅡ에 의해 계측된 
ship motion과 자체 개발한 빙하중 추정프로그램에 의해 해석된 
전체 빙하중을 보여주고 있다. 계측과 해석 시간은 총 190초이고 
그 동안의 ARAON의 surge motion과 전체 빙하중을 보면 
55~65초 부근에서 낮은 빙하중을 나타내는데 이는 시험빙판의 
가장 얇은 부분인 30m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ARAON의 진행방향 가속도인 surge motion이 크게 흔들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5~160초 부근에서는 빙하중이 커졌다 작아
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ARAON의 surge motion에서는 큰 변
화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과의 재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 Global loads and motion of ARAON during 
ramming old ice floe #2 (double arrows used to help align 

global loads and acceleration)
빙하중 해석 프로그램에 의한 최대 전체 빙하중은 시험빙판 

#1에서는 약 22~23MN, 시험빙판 #2에서는 28~29MN 이다. 이
는 2003년 MOTAN(LOUIS ice trial)에 의해 해석된 17.3MN과 비
교했을 때 같은 order의 값을 출력했다. 이로서 자체 개발한 전
체 빙하중 해석 알고리즘과 해석 tool을 검증해 보았고 앞으로 
좀 더 정확한 값을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빙하중에 영향을 미치
는 빙강도, 대상선의 크기 및 선속, 복원력(선체 형상), 운동 주
파수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4.4 북극 계측 결과 해석 시 보완 사항
북극 시험빙판에 대한 쇄빙시험 시 계측 결과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motion data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계측 장비인 motion pakⅡ에 대한 정확한 이
해와 ship motion에 대한 선박의 운동 방정식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LabVIEW를 기반으로 한 자
체 개발 빙하중 해석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하는데 law data의 신
호처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noise 제거를 위한 Moving 
Averaging Filter를 사용할 때 어떠한 sample rate를 사용할 것이
며 미적분이 가능하도록 spline을 적용하기 위한 Spline 
Resampling 과정에서 어떠한 resample rate(Hz)를 사용할 것인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한 노하우 획득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ARAON에 대한 빙하중 해
석 결과는 상기한 노하우 획득을 위한 많은 연구를 통하지는 못
하였고 빙하중 해석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4.4.1 빙하중 해석 프로그램의 장점 및 활용 가능성

자체 개발한 빙하중 해석 프로그램은 기반 프로그램인 
LabVIEW와 노트북만으로 구성되어 휴대가 간편하다. 실선 쇄빙 
시 또는 항해 시 취득되어지는 ship motion data를 즉시 해석하
여 빙하중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빙하중 및  빙강도 등 

정확한 빙에 관한 data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험 
현장에서의 실시간 빙하중 해석 및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
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4.2 ARAON 모형선에 대한 전체 빙하중 해석 고찰

모형시험에서 ship motion 계측 및 이를 이용한 빙하중 해석 
알고리즘 적용을 위하여 ARAON 모형선에 motion pakⅡ를 설치
하고 ship motion data를 취득하였다. 계측 결과를 보면 heave, 
pitch, roll motion이 미약하여 직접적인 해석에 사용하기 힘들었
고 실선과의 상사를 위해 scale ratio(λ)를 적용해 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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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ea trial measurement and analysis system in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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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o do the speed trial in ice, information of ship’s location, distribution of ice thickness on the route and time history of engine 
powers are needed. Some results of ice field trials are published but distance of running distance and ice thickness are measured 
directly in each field. Measuring of ice thickness in every location of ship is not easy work in ice field. Automatic measuring 
system of ice thickness and vessel’s information was developed.

This system is composed of several categories. All of vessel’s information such as longitude, latitude, speed, heading angle 
and sea depth is come from recorded VDR (Voyage Data Record) system. The information of EM (Electro Magnetic) device to 
measured ice thickness were used and the measured data of motion was used to know the six degree of ship motion.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analysis vessel’s performance in ice, to save human power during the ice sea trial and 
enhance the reliability of ice sea trial. Some of sea trial result and analysis results in ice using ARAON which is ice breaking 
Korean Research vessel will be described in this paper.

Keywords : Voyage Data Record(항해기록장치), Sea Trial measure in ice(빙해역 시운전) 

1. 서 론
국내 유일의 쇄빙 연구조사선 아라온(Araon)이 인도되면서 

Valery Lukin etc.(2010) 의해 보고된 시운전 보고서에 의하면 
빙해역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여러 가지 
사항과 빙해역 시운전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라온 호를 사용하여 속도 시운전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
를 수행한 Kim 등(2011a, 2011b)에 따르면 일반해역의 시운전
과 달리 빙해역 시운전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빙상 정보
의 획득에 대해 해당 빙판의 선정과 얼음의 두께를 계측하는 방
법, 사용되는 장비와 활용 방법 눈 두께를 보정하는 방법 그리고 
남극과 북극해 주변에서 빙상정보를 계측한  결과에 대하여 상
세히 소개한 바 있다. Choi 등은(2011) 얼음의 강도를 계측하는 
방법과 계측 결과를 상세히 소개한 바 있으며, 영상 분석을 통해 
실시간 빙두께 계측과 관련한 연구를 Nam 등(2012)이 소개한 

바 있고, Kim 등(2011a, 2011b)에 따르면 전자기력을 이용한 
빙 두께 계측과 실측 두께의 비교를 통한 빙 두께 계측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방법과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빙해역 시운전시 
자동으로 빙상 정보를 계측하고, 시운전 해석에 필요한 엔진 출
력, 추진기의 선회 각도, 선박의 위치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
하는 시스템은 구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개발된 시스템은 
계측을 위한 장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비가 마련될 경우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상태로 계측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위치 정보, 엔진의 출력 및 방향 정보, 얼음
의 두께 및 강도 정보, 6자유도 운동 정보 등 현재 보유한 데이
터 외에도 영상을 이용한 빙 두께 정보 해석 결과 선체 스트레
스, 스트레인 정보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프로
그램이 개발하였다. 현재 고려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한 확장이 가능한 상태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한 시스템으로 
확장이 될 경우 속도 시운전 이외에 여러 가지 선박의 상황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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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및 해석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남극 및 북극에서의 속도 시운전을 수
행하면서 획득한 선박의 위치 정보, 운동 성능 정보, 빙 두께정
보, 추진기 정보,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 정보를 사용하여 속
도 시운전 계측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시스템 
사용한 해석 결과를 정리하고, Kim 등(2011a, 2011b)의 논문에
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 평가함으로서 개발된 시스템의 장단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한 해석 결과는 일부 데
이터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여서 Kim 등(2012)의 결과와 전체가 
비교되지는 못했지만 비교된 결과만으로 판단할 때 빙두께의 변
화에 대한 속도 변화, 속도 변화에 대한 엔진 출력의 변화 등 좋
은 일치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 프레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2. 시스템 구성 및 구현 내용
 
개발된 빙해역 속도 시운전 시스템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일반적인 속도 시운전 시스템의 항해 정보 자료가 모두 그대로 
사용되어 선박의 위치, 속도, heading, 조류, 풍향, 풍속 등의 정
보가 항해 기록장치(VDR)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해역의 속도 시운전시스템에는 필요 없지만 빙해역에서 속
도 시운전에서는 핵심이 되는 빙 두께를 계측하기 위한 전자기 
장비(EM31, Electro magneti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전
도도(Conductivity) 값으로 배의 항로에 대한 두께를 계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엔진의 출력과 방향 정보는 영상 분석을 통해 얻
은 정보를 D/B화하여 저장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동성능을 계측한 자료도 D/B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Fig. 1 Summarization of system requirements

 모든 시스템은 실시간 계측을 목표로 구성되어 개발 될 예정
이었으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의 개발에 대한 효용성과 예
산상의 문제로 현재 개발된 시스템은 프로그램 위주의 소프트웨
어가 개발되고 검증되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구현을 위한 
제반 고려가 진행된 상태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개발 하였고, 

제품화된 장치에 현재 개발된 시스템의 모듈을 활용하여 D/B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데이터 획득(Data acquisition), 계측
(measurement) 및 해석(analysis)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개발되
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획득 모듈은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하드웨어로부터 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통신규약(protocol)을 읽
어 들여서 계측과 해석에 활용될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를 분류하고, 세계시(Universal Time Coordinate)를 기준으로 전
체 데이터를 구분 및 동기화하여 위도, 경도, 엔진 정보, 빙 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또
한 항해기록 장치(VDR), 빙 두께 계측 장비(EM 31), 엔진 출력 
기록장치, 운동 계측 장치 등 별개의 시스템에서 얻어진 신호를 
각각의 파일로 읽어 들이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
되어 있다. 세계시 등이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계측 시작이
라는 명령을 통해 동기화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Fig. 2 Module of data acquisition  

 Fig. 3은 계측 모듈의 구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기능이 주요한 기능으로 기본으로 정
해진 궤적, 엔진 출력의 크기, 얼음의 두께, 운동 성능 결과 등 
중요한 그래프 4개에 계측된 값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용자는 표
시되는 그래프를 주시하여 신호의 연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여주는 값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신호의 
연결 상태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3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사용하는 그래
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 상호에 관계와 이상 유무는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러
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자 모드라는 기능을 통해 Fig. 4와 
같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 그
래프는 보고 싶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볼 수 있고, 값으
로도 볼 수 있다. 그림의 출력과 저장 데이터의 저장 기능도 포함
되어 있다. 

 Fig. 3과 4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신호
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
태로 계측을 위한 준비가 완료 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식 계측을 



수행한다. 공식 계측은 공식적인 보고서 등에 기록되는 속도 시
운전을 의미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식 계측을 수행하는 
과정은 Fig. 5에 보여주고 있다. 

Fig. 3 Module of measurement
  

Fig. 4 Definition of horizontal and vertical axis
 

Fig. 5 Official measuring and recording of results

 Fig. 5의 계측 시작을 수행하면 화면 좌측의 그래프에 계측

이 시작된 이후의 결과는 색이 바뀌어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
고, 계측 종료를 하게 되면 계측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저장하고, 
새로운 계측 시작을 할 준비를 하게 된다. 몇 번의 계측이 이루
어지면 계측된 자료는 모두 저장이 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
하여 해석을 할 준비를 하게 된다. 평균값 계산은 공식 계측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얻은 물리량의 평균을 취하게 되는데 하나
의 계측에서 하나의 대표 값으로 저장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의 
물리량은 초기 값으로 저장되기도 한다. 거리 계산은 로빈
(Robbin)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빙해 시운전의 특성상 직선의 유
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거리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6 Analysis Tab on the developed system

Fig. 6은 계측된 결과를 사용하여 해석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데, 속도와 엔진 출력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결과를 
볼 것인지 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
으로 속도와 엔진 출력의 관계, 얼음의 두께와 엔진 출력, 그리
고 얼음 두께와 선박의 속도 등 빙해역 속도 시운전에서 가장 관
심이 큰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Fig. 7은 빙 두께 계측 장비를 사용한 전도도의 계측 결과를 
사용하여 빙 두께로 환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계측 화면의 예
이다.

Fig. 7 Conductivity to calculate ice thickness



3. 빙해역 속도 시운전 결과 평가
본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빙해 시운전을 수행한 여러 데이터 

중에서 Kim 등(2012)에 의해 발표된 남극 주변의 Amundsen 해
의 결과를 사용하여 검증을 수행 하였다. Kim 등(2012)에 의해 
수행된 SI1, SI2 두 번의 시운전 데이터에 대해, 항해 기록 장치, 
운동 계측 장치, 얼음 두께 계측 장치 등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엔진 출력 데이터를 취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재해석을 수행하여 논문에서 발표된 결과와 직접 비
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8 Trajectory of ship 

Fig. 8은 위도, 경도를 사용하여 선박의 이동 궤적을 SI2 빙판
에 대해 재해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Kim 등의 논문에서 보여
준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도 경도를 읽고 
거리를 계산하여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같은 데이터를 사
용하여 재해석한 것을 고려하면 차이가 발생할 이유 없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
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계측 데이터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계측을 수행하고 궤적을 보여주는 과
정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Fig. 9 Ice thickness & power curve 

Fig. 9는 해석을 수행한 결과 중 얼음의 두께와 엔진 출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해석에서는 Kim 등(2012)의 논문에
서 사용된 SI1 빙판의 ‘A’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재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머지 속도 시운전 시험에 대
해서는 성공적으로 재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Fig. 9에 보여주
고 있고 이 결과는 Kim 등(2012)의 논문에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시스템은 빙해역 속도 시운전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한 
구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종 신호를 취합할 장비(인터페이스)
를 대신하여 기존의 장비에 사용하는 통신규약을 분석하여 해당 
신호를 세계시에 따라 동기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해석 프로그
램에 보내어 재해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은 하드웨
어를 구비하면 실시간 속도 시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 
되었으며,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im 등
(2012)의 논문에서 수행한 속도 시운전을 재해석하여 비교 하였
다.  

4. 결 론
본 논문은 빙해역 속도 시운전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논문으

로 데이터의 수집, 분석과 계측 그리고 해석이 가능한 시스템으
로 개발되었다. 

항해 기록 장치, 엔진 출력 기록 장치, 빙 두께 계측 장치, 운
동 성능 기록 장치 등을 통해 기록되는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여 
세계시를 기준으로 동기화 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이를 사용하여 각종 신호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해석이 가
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Kim 등(2012)에 의해 발표된 속도 시운전 데이터를 사용하
여 재해석하여 논문에서 보여준 결과와 비교 평가하였고, 결과
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신뢰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실시간 속도 시운전의 계측 
및 해석 시스템의 프레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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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ice breaking, clearing, and broken ice’s buoyancy forces are occurring when 

ice-breaking ships operate in Arctic Ocean. Such forces are necessary to design ice-breaking 

ships, yet it is not clear how to measure such forces and not certain how to separate and 

verify them. The purpose of using ice basin is to find some tendency of ship’s breaking forces 

by utilizing the model ice’s breaking and clearing phenomena by using model ship experiment 

and also by numerical analysis (FEA) simultaneously. Since strength property of model ice is 

inadequate and nonlinear FEA of breaking between model ship and model ice is very 

complicated analysis, the strength property of model ice is analyzed and a breaking of model 

ice using simple wedge is tried, respectively. 

Keywords : Ice basin (빙해수조), Model ice (모형빙), Ice braking force (쇄빙하중), Wedge type (웨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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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ecently, there are needs to lift and transport heavy load, whose weight exceeds the capacity of a single crane in 
shipyard. Therefore, multi cranes are often used to lift the loads simultaneously. Generally, since the process using multi 
cranes is more dangerous than using single crane, the dynamic simulation of the process is needed to prevent fatal 
accidents. Therefore, the simulation program for the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the cranes and the heavy loads was 
developed. 

In general, the simulations are carried out under the idle condition, but the environmental condition in the field is not idle. 
Therefor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nd the measured data from the field, and these 
differences seems to be caused by uncertainty of synchronization between the cranes. In this paper, the block lifting 
simulation using multi-cranes are conducted considering uncertainty of synchronization, such as the difference in the speed 
of hoisting up and operating time among the crane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re compared with the measured data from 
the ship yards. 
 
Keywords: Synchronization(동기화), Dynamic response anaylsis(동적 거동 해석), Multi-crane(멀티 크레인) 
 

1. 서 론 
최근 국내 조선소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선박의 

블록들이 가능한 크게 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 조립되던 제품도 한번에 만들어 
운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만들어진 
블록이나 제품들의 무게가 크레인 한기의 용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대형 
중량물을 리프팅 하기 위하여 여러 대의 크레인, 즉 
멀티크레인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Fig. 1은 조선소에서 멀티크레인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a)는 조선소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 골리아스 크레인 2기를 동시에 운용하여 
대형 블록을 턴오버 하는 장면이고, Fig. 1 (b)는 일반적으로 
골리아스 크레인보다 더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해상 크레인 2기를 이용하여 육상에서 건조한 선박을 

진수하기 위하여 리프팅하고 있는 장면이며, Fig. 1 (c)는 Jib 
크레인 2기를 이용하여 블록을 도크 내부로 운반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운반 작업들은 한대의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 보다 
작업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 작업 이전에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1에서 볼 수 있는 크레인 시스템은 대부분 여러 개의 
강체가 관절로써 연결되어 있는 다물체계 시스템 (Multibody 
system)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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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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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Various cases of heavy load transportation using multi-cran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 two goliath cranes; (b) two floating 
cranes; and (c) two jib cranes. 
예를 들어 해상 크레인의 경우 중량물을 운송하는 동안 바다 
위에서 유체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구남국(201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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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상적인 상황만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며, 각 크레인의 
속도나 와이어 로프의 감아 올리는 속도의 차이, 즉 
시뮬레이션에서는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계산 
결과와 실제 현장의 측정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하면 조금 더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관련연구현황 

 
Fig. 1의 장비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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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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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다물체계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으다. 본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구성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커널들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3.1 동적 거동 해석 프로그램의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the simulation program for dynamic 

response analysis 
 
다물체계 동역학 프로그램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다물체계 동역학 해석 커널(Kernel for multibody 
dynacmics)과  외력 계산 커널(Kernel for external forces)로 
구성되어 있다.  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외력 계산 커널에서는 유체 동역학적 힘, 유체 
정역학적 힘, 그리고 중력을 계산하여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에 전달한다. 이 때, 외력 계산 커널에서는 물체, 본 
논문에서는 크레인 및 중량물, 의 위치 q와 속도 qdot, 
그리고 현재 시간 t를 입력 받아 시간 t에서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을 계산한다. 

그 후 다물체계 동역학 해석 커널은 시간 t에서의 힘과 
물체의 자세 및 속도를 이용하여 시간 t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한다. 여기까지가 시간 t에서의 시뮬레이션 
진행 과정이며, 이렇게 계산한 시간 t에서의 물체의 속도 및 
가속도를 Lunge-Kutta 4th order를 이용해 적분하여 시간 
t+1에서 물체의 위치 및 속도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시간 t+1을 현재 시간 t로 변경한 뒤 
시뮬레이션 종료시까지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반복한다. 

 
3.2 Recursive Newton-Euler Formulation 기반의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 

 
Fig. 1에서 볼 수 있는 크레인 시스템은 대부분 여러 개의 

강체가 관절로써 연결되어 있는 다물체계 시스템 (Multibody 
system)이다. 따라서 크레인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해서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을 개발 하였다. 다물체계 
동역학 이론의 핵심은 다물체계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D'Alembert's principle과 가상 변위(virtual 
displacement), 그리고 가상일(virtual work)의 원리를 통해 
구속력을 운동 방정식에서 소거한 뒤 구속조건을 운동방정식에 
대입하여 최소한의 독립 좌표로 구성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embedding technique(Fig. 3)이 있다. 두 번째로는 독립 좌표 
및 종속 좌표 그리고 Lagrange multiplier로 구성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augmented formulation(Fig. 4)이 있다. 
그러나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면, 
운동방정식의 형태가 Differential-Algebraic 
Equations(DAE)이며, 시스템의 자유도가 커지면 DAE를 
구성하고 있는 행렬의 크기도 증가하여 계산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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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Velocity transformation matrix, =r qJ& &

q : Generalize coordinate

M : Mass and mass moment of inertia
eF : External force

 

Fig. 3 Multibody formalism - embedd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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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range Multiplier

Differentiation twice

: Absolute Coordinate

M : Mass and mass moment of inertia

eF : External force

 

Fig. 4 Multibody formalism – augmented formulation 
 
그러나 Luh et al.(1980)과 Featherstone(1984, 2008)은 

시스템의 자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식의 개수는 증가하되, 식에 포함되는 행렬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는 방법인 recursive Newton-Euler formulation(Fig. 5)을 제안 
하였다. 구남국 등(2009)은 recursive Newton-Euler formulation 
을 사용하여 해상크레인의 다물체계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은 recursive 
Newton-Euler formulation을 기반으로 다물체계 운동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i i i iq-= +v v S &

*B
i i i i i i= + ´f I a v I v

T
i i i=τ S f

1i i i i i iq q-= + +a a S S&&& &

1
B e

i i i i-= - +f f f f

iv : Velocity vector of body i (6 components)

ia : Acceleration vector of body i (6 components)

iq : Generalized coordinate ( joint values)

iS : Velocity transformation matrix

iI : Mass and mass moment of inertia of body i
B
if : Resultant force exerted on body i
e
if : External force exerted on body i

if : Force exerted on the joint i which is on body i

iτ : Force generated by joint i

 

Fig. 5 Multibody formalism – recursive Newton-Euler 
formulation (inverse dynamics) 

 
3.3 외력 계산 커널 

 
운동 방정식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 

단위시간 마다 물체에 가해지는 외력을 계산해야 한다. 본 외력 
계산 커널에서 계산할 수 있는 외력으로는 (1) 중력에 의한 
힘(gravity), (2) 유체 정역학적 힘(hydrostatic force), (3) 유체 
동역학적 힘(hydrodynamic force) 이 있다. (차주환 2008, 
함승호 등 2008) 

(1) Gravity 
다물체계 시스템에 작용하는 중력을 고려하였다. 
(2) Non-linear hydrostatic force 
다물체계 시스템에 작용하는 유체 정역학적 힘은 과도한 

자세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매 시간 수선면의 면적 및 면적 
1차, 2차 모멘트를 계산하여, Heave, Pitch방향의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였다(Lee, K. Y. et al. 2010, 차주환 등 2010c). 

(3) Hydrodynamic force 
다물체계 시스템에 작용하는 유체 동역학적 힘은 3D 

Rankine panel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라플라스 
방정식(Laplace equation)을 만족하는 속도 포텐셜(velocity 
potential) 함수는 유체상의 물체에 전진속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입사파 포텐셜(incident potential)과 교란 
포텐셜(disturbed wave potential)로 나누어 고려 하였다. 자유 
수면, 해저면, 측면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입사파 포텐셜을 
계산한다. 교란 포텐셜은 자유수면, 해저면, 측면 경계조건 
이외에 물체 표면의 경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교란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 제 2 그린 항등식(Green’s second identity)을 

사용하고, Green funtion으로는 3D Rankine source를 
사용하였다. 

 
4. 멀티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운송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한 

“해상크레인 2기를 이용한 선박 진수 시뮬레이션”과 “Jib 
크레인 4기를 이용한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기술한다. 

 
4.1 해상 크레인 2기를 이용한 선박 진수 사례 

시뮬레이션 
 

Fig. 1 (b)는 도크의 면적 문제로 인하여 육상에서 건조한 
선박을 2척의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진수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선박의 무게는 3,800ton이며, 사용한 해상 크레인은 
3,000ton급 2기이다. 해상 크레인 2기를 사용한 이유는 
진수할 선박의 무게가 해상 크레인 1기의 용량 이상이기 
때문다. 

 
Fig. 6 The lug arrangement for lunching process of the ship 

using two floating crane. 
 
Fig. 6은 실제 선박의 진수를 위한 러그배치 도면, 즉 

해상크레인과 선박 사이를 와이어로프로 연결하기 위한 
도면이다. Fig. 7은 Fig. 1(b)의 선박과 두기의 해상 크레인을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Fig. 6을 바탕으로 모델링한 결과이다. 단, 
선박과 해상크레인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는 가시화 
되어있지 않다. 

 



 
Fig. 9 The simulation model of the two floating cranes and 

the ship for the lunching process. 
 
Fig. 9와 같이 모델링을 하여 선박의 진수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으며, 본 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 
되었고, 그 결과는 Fig. 10에 나타나 있다. 

 
Fig. 10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with the 
measured data from the field. 

Fig. 10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장력이고, ▲나 ⅹ로 표시된 
것은 실제 작업 중에 현장에서 측정한 장력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한 데이터 사이에는 
약 5% 가량의 오차가 발생 하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상적인 상황을 고려한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각 크레인 
사이의 속도나 작업 시작 시간의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4.2 Jib 크레인 4기를 이용한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 
 
Fig. 11은 Jib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을 도크 내로 운송하는 
공정의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Jib 크레인 
4기가 블록을 중심으로 하여 사각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상 블록을 지면에서 약 30m 들어올린 후 도크 
방향으로 약 100m 이동한 뒤 도크 내에 블록을 내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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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ib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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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면에서약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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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ock 방향으로
약 100m 주행  

Fig. 11 The process of the block transportation using 4 jib 
cranes. 
 
블록의 총 중량은 304ton이고, 크레인의 중량은 100ton이다. 
Fig. 12는 Jib 크레인의 도면이며, 본 도면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작성 하였다. 
 

 
Fig. 12 The plan of the 100ton jib crane. 

 
Fig. 13은 Jib 크레인 4기를 이용하여 블록을 도크내로 

운반하는 공정의 설계도이며, 본 도면에는 크레인 4기의 
실제 배치 및 크레인과 블록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Lug의 
장착 위치가 표기되어 있다. 본 도면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1) 블록이 도크 외부에 놓여 있음. 
(2) 블록을 hoisting-up 
(3) 4기의 Jib 크레인이 도크 방향으로 이동 
(4) 블록을 hoisting-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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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plan for process of the block transportation using 4 
jib cranes. 
 
Fig. 14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을 가시화한 
모습이며, Fig. 15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W1
W2

W3
W4

 
Fig. 14 Model for the simulation of the block transportation 
using 4 jib c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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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of the block transportation 
using 4 jib cranes.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적인 경우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장력보다 동적 특성을 고려한 장력이 약 9%가량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5.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및 

결론 
 
4장에서는 “해상크레인 2기를 이용한 선박 진수 
시뮬레이션”과 “Jib 크레인 4기를 이용한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Fig. 10을 보면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한 데이터 
사이에는 약 5% 가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5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사항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서로 대칭이 되는 W1, W2 
그리고 W3, W4에 걸리는 장력이 완벽히 같다. 하지만 Fig. 
16를 살펴보자. Fig. 16은 4장의 2번째 시뮬레이션 케이스와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실제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장력을 측정한 것이다. 설계상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장력(designed tension)은 Fig. 15의 계산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평균 값이 변화가 없고, 2개의 와이어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반면, 실제 측정한 데이터는 4개의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장력의 총 합은 대략 일정하지만 그 
변화가 설계상의 장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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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measured data during the process of the block 
transportation using 4 jib cranes. 
 
이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상적인 상황만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며, 아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각 와이어 로프의 감아 올리는 속도 및 풀어 내리는 
속도의 불확실성 
- 각 크레인의 이동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위의 불확실성은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하면 조금 더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a)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10035331,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b)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을 밝히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구남국, 하솔, 이규열, 노명일, 2012, “멀티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중량물의 리프팅 시뮬레이션”, 2012년도 대한조선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p. 108-116. 

구남국, 차주환, 권정한, 이규열, 2009, "Recursive 
Newton-Euler Formulation을 이용한 다물체계 동역학 기반의 
해상크레인 거동 해석", 2009년도 대한조선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 753-761. 

차주환, 2008, “해상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대형 중량물의 
비선형 동적 응답 및 이산 시건/이산 시간 시뮬레이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차주환, 박광필, 구남국, 이규열, 2010c, “연성된 과대 경사 
각도를 고려한 부유식 구조물의 비선형 유체정역학 힘과 
자세 계산”, 2010년도 대한조선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개제 예정. 

함승호, 차주환, 이규열, 노명일, 박광필, 서흥원, 2008, 
“다물체간 상호 작용 및 해양파에 의한 운동 응답을 
고려한, 해상 크레인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2008년도 
대한조선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1669-1676. 

Featherstone, R., 2008, Rigid Body Dynamics, Springer. 
Lee, K. Y., Cha, J. H., and Park, K. P., 2010, "Dynamic 

Response of a Floating Crane in Waves by Considering 
the Nonlinear Effect of Hydrostatic Force," Ship 
Technology Research, Vol. 57, No. 1, pp. 62-71. 

Luh, J.Y.S., Walker, M.W., and Paul, R.P.C., 1980, 
“On-Line Computational Scheme for Mechanical 
Manipulators”, Journal of Dynamic Systems, 
Measurement, and Control, Transactions of the ASME, 
Vol. 102, No. 2, pp. 69-76. 

Orlandea, N., Chace, M.A., and Calahan, D.A. ,1977, A 
Sparsity-Oriented Approach to the Dynamic Analysis and 
Design of Mechanical Systems-Part1&2, Journal of 
Engineering for Industry, Transactions of the ASME, Vol. 
99, No. 3, pp 773-779. 

Schiehlen, W. ,1990 , Multibody Systems Handbook, 
Springer,  pp 361-402. 

Smith, R. ,2006, Open Dynamics Engine v0.5 User Guide,  
pp 15-20. 

 



블록 배량 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황인혁(서울대학교), 남승훈(서울대학교), 신종계(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A Study on the Bock Allocation Scenario Modeling Tool
InHyuck Hwang, SeungHoon Nam, JongGye Shin 

요 약

블록 배량 계획은 조선 중일정 계획의 업무 중 하나로 블록 제작 일정에 맞춰 블록의 제작하는 공장을 지정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일정 계획 업무가 그러하듯 블록 배량 계획 또한 상하위 일정과 영향을 주고받고 조선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 규칙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블록 배량 계획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성하지 못하고 주로 작업자의 경험에 의한 수작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 배량 계획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이어그램 기반의 모델링 방법론을 적용한 시나리오 모델
링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모델링 모두는 블록 배량 계획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델링 도구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하여 특정한 조선소의 블록 제작 환경에 구속받지 않고 블록 배량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Keywords : Ship Block Allocation(선박 블록 배량), Modeling Tool(모델링 도구), Automation(자동화), Shipbuilding Scheduling(조선 일정 계
획)

1. 서 론
조선 산업은 하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단품 수주 

생산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항상 다른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같은 제품을 다시 생산할 경우에도 조선소의 환경에 생산 설계의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생산 일정 계획도 제품에 따라 항상 달
라지게 된다. 또한 조선소의 일정은 도크라는 특수한 자원으로 
인해 도크 중심을 일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 산업
의 특징으로 국내의 대형 조선소들은 다른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일정 계획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일정 계획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정 계획 시스템은 도크 일
정과 같은 핵심 일정 계획 기능은 대부분 구현하고 있지만 일부 
계획 업무의 경우 아직 작업자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
다. 블록 배량 계획이 이러한 업무 중 하나이다.

블록 배량 계획은 중일정 계획의 업무 중 하나로 선박을 구성
하는 블록의 제작처를 지정하는 과정이다. 선박의 종류 및 조선
소의 환경에 따라 블록의 제작처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이 달라지
지만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제작처를 분배하는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아 대부분 작업자의 경험에 의한 수작업을 통해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일정한 수준의 블록 배량 결과를 
보증하지 못하고 실행 계획의 문제 발생으로 급하게 계획의 수정
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블록 배량 계획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의하여 블록 배량 계획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모델링 도구를 개발하였다. 모델링 도구는 정의한 시나리오에 따
라 항상 일정한 수중의 계획 결과를 보장하고 조선소의 제품 제
조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관련 연구 현황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모델링과 관련한 연구는 페트리넷을 중

심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페트리넷의 경우 프로세스들 간
의 관계와 함께 토큰을 활용하여 제품을 표현할 수 있어 공정 계
획(Process planning)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간단한 시뮬레이션 
또한 가능하다.(Kiritsis & Porchet, 1996, Cecil el al., 1992) 프
로세스의 순서와 상태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UML(Unified 
Mdeling Language) 구성 요소의 하나인 State-diagram을 활용
한 연구도 있다.(Manesis & Akantziotis, 2005) Song & 
Seo(2012)는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형식론을 블록의 형
태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모델링 &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안하
였다. 또한 Kim(2007)은 모델링 &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스템의 
분류와 다양한 모델링 방법론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하고 모델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Fig.1은 시뮬레이션, 최적화, 모델
의 관계를 통해 모델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Importance of modeling
블록 배량 계획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례로는 본 연구의 선

행 연구로 블록 배량 계획 시나리오 모델링 방법론을 제안하고 
자동화를 수행한 연구가 있다.(Hwang et al., 2012) 다이어그램
을 활용한 모델링 방법론과 모델링 결과를 표현하고 자동화를 수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지만 모델링 도구로서의 기능
은 부족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확장하여 모델
링 방법론에서 제안한 기본 다이어그램에 모델링 기능의 개선을 
위한 확장 다이어그램을 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모델링 도구를 개
발하였다.

3. 블록 배량 계획
조선소에 따라 그 규모나 제조 환경의 차이에 의해 조선 생산 

계획 업무의 프로세스와 방법이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전체 
프로세스는 선표계획-중일정계획-소일정 또는 실행계획의 유사
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Fig.2 는 일반적인 조선 일정 계획 프로
세스를 보여준다.(Lee, 2007)

블록 배량 계획은 중일정 계획의 마지막 업무로 선표계획의 
일정을 준수하면서 실행계획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블록 배량 계획은 조선소의 선박 제조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규칙에 따라 수행되며 그 규칙은 아래와 같이 크
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Hwang et al.,2012)

① 블록 Type과GPE 블록 제작처에 따른 우선순위② 제작처의 공간 및 물량 제약 조건으로 인한 동시 제작 가능 블록의 개수 제한③ 제작처의 공간 제약 조건으로 인한 제작 가능 블록 크기 제한

4.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링 도구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링 도구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종류로 

정의된 블록 배량 규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Hwang et 
al.(2012)이 제안한 다이어그램 기반의 모델링 도구의 구성요소
는 Table 1과 같다.

Fig.2 Process of planning production of large 
shipyards.

Table 1의 4가지 다이어그램은 블록 배량 계획의 규칙을 표현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모델링 도구로써 주요 기능인 모델링 편의
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제작처 간의 부하 평준화
를 위한 조건을 모두 규칙 모델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시나리오
에 따라 부하 평준화 결과의 변동성이 크고 시나리오가 복잡해지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Table 2와 같이 두 개의 다이어그램 요
소를 추가하였다. 

Name Diagram Description

제작처 블록 제작처 또는 정반

판단 조건의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Yes/No로 분기

조건 분기를 나누거나 판단하기 위한 조건문

분기 조건에 따라 복수 개의 Case로 분기

Table 1 Function of Diagram

Name Diagram Description
필터 조건에 따라 제작처가 하나로 

정해진 블록을 제외

GPE 제작처 블록을 GPE 제작처에 할당 및 
제작처간 조정

Table 2 Function of Additional Diagram



Fig. 3 System architecture of scenario modeling tool

Fig. 4 Class diagrams of system

블록 배량 시나리오 모델링 도구의 개발은 ooCBD 방법론에 
따라 수행하였고, Fig.3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데
이터 관리 컴포넌트, 데이터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모델링 & 시뮬레이션 컴포넌트로 구성되었다. 

Fig.4는 모델링 도구의 다이어그램을 정의하고 블록과 제작처 
데이터의 정의를 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다이어그
램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5개의 클래스로 구성되며 블록 및 제작
처 데이터는 4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총 9개의 클래스를 활용
하여 시스템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다.

Fig. 5 Condition diagram user interface

Fig. 6 GPE diagram user interface
Fig.5와 Fig.6은 시나리오 모델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보여준다. Fig.5은 판단 다이어그램과 분기 다이어그램의 조
건을 나타내는 조건 다이어그램의 조건식을 정의하기 위한 사용
자 인터페이스이다. 블록 및 제작처 속성 값으로 구성된 조건식
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자의 자유로운 Text 편집을 제한하고 조건
식 편집도구를 활용하여 조건식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6은 GPE 제작처 다이어그램의 생성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로 부하 평준화 기능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시나리오의 조건 추가를 통한 부하 분배 방식과 GPE 제작
처를 활용한 부하 분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 일정계획 중 중일정 계획의 업무 중 하나

인 블록 배량 계획의 규칙을 모델링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
다. 3가지 종류의 블록 배량 계획 규칙을 표현하고 사용사의 편
의성을 위한 두 개의 다이어그램을 추가로 정의하고 ooCBD 기
반의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였다. 특히 GPE 제작처 다
이어그램의 경우 부하 분배를 위한 기능의 추가로 항상 일정 수
준 이상의 부하 평준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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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생산계획 정보 품질 평가와 프로세스 중심 모델 변환 
방법 연구

이필립, 이종학, 남종호, 최양열

요 약
조선소의 중일정을 대상으로 한 물류 중심의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소의 생산계획 정보가 필요하다. 
조선소의 생산계획 정보는 조선소에서 이미 사용 중인 관리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고,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이 
정보를 변환하는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조선소 기간 시스템에 생산계획 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고 있지만,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관점의 요구사항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소의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해 조선소 기간 시스템의 생산계획 정보를 변환하고, 생산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정보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중심 모델을 
생성하였다.
Keywords:Shipyard Manufacturing Simulation(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Information Quality(정보 품질) 

1. 서 론
조선소에서 필요한 시뮬레이션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물류 기반의 생산 시뮬레이션은 자동차나 항공 
등의 다른 제조 산업에 비해 조선소에서 덜 발전된 분야 중 
하나다. 핵심 기술이 조선소가 아닌 항공과 자동차 산업에서 
발전한 것이 이유이고, 이 때문에 항공과 자동차 산업의 
생산 현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조선소 현장과는 잘 
맞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 시뮬레이션 전문가의 의한 일회성 
연구나 프로젝트는 가능했지만 조선소 현장 전문가가 
접근하기에는 개념과 구조가 상이했고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한 유지보수가 쉽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선소 맞춤평 물류 기반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단위 기술 연구 과정을 소개한다. 핵심은 타 
제조산업과 상이한 조선소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델에 있고,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선소 기간 시스템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생산 시뮬레이션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 측정 
과정을 서술한다.

2. 조선소 생산정보 품질 평가
2.1 조선소 생산정보 개요
조선소의 생산정보는 기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와 

현장에서 관리하는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 효율이나 
생산 프로세스의 상세한 관리를 위한 정보는 현장에서 
관리하며 일반적으로 현장 전문가에 의해 산식이나 경험의 
형태로 존재하여 조선소별 표준화가 힘든 분야 중 하나다. 
이는 대량 생산에 의해 자동화 설비가 많은 자동차보다는 
항공 산업의 경우와 흡사하다. 하지만 대형 조선소의 옥내 
작업의 경우 가공 설비와 이송 장비를 통해 비교적 라인 
공정과 비슷한 속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과 흡사하게 공장의 생산 
정보를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관리하고 있다.

조선소의 생산 정보 중에서 정보 시스템으로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계획 정보다. 조선소의 생산 
과정이 매우 많은 부품을 비슷한 방식의 공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한 공정의 상세한 
조정보다는 방대한 규모의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계획과 일정 관리 중심의 기간 시스템은 
다른 제조업보다는 토목 산업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조선소의 일정을 관리하는 APS(Advanced Planning 
System)는 토목 업계의 상용 기업 정보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일부 조선소의 경우 같은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소의 기간 시스템(Legacy System)에서 관리하는 
생산 계획 정보는 일반적으로 최상위 호선별 계획에 
해당하는 선표 – 대일정 – 중일정 수준까지를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삼는 생산 시뮬레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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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정과 그 하위 생산 일정에 해당하는 실행계획까지를 
다루는데, 실행계획의 경우 조선소 기간 시스템에서 
다루기 보다는 현장에서 공장 단위로 관리한다.

2.2 정보 품질 평가의 목적과 방법
정보 품질 평가(Data Quality Assessment)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나 SCM(Supply Chain 
Management), APS(Advanced Planning System) 같은 
기업용 정보 시스템(EIS,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이 
대중화 되어 기업에서 다루는 대규모 정보를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해 관리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발전한 방법론이다. 대규모 
기업용 DBMS나 정보 저장 시스템 자체와 그 시스템에 
담긴 정보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품질 
요소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정의했다.

정보 품질 평가는 정보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품질 구조를 정의하고 품질을 측정하려는 분석가는 품질 
평가 항목을 방법론에서 선택해 상세하게 평가 요소를 
정의하게 된다. 품질 평가 요소는 대상 기업이나 조직에 
맞춤화 되어있다기 보다는 정보 품질 평가 방법에서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항목에 가깝고, 이를 해당 조직별 
업무 규칙 분석을 통해 실제 정보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와 
연결하게 된다. 물리적 매체는 DB 자체일 수도 있고 
스프레드시트일 수 도 있으며, 텍스트 파일이나 단독 물리 
파일이 저장된 디스크 공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세밀한 
평가 대상과 항목이 정해진 다음에는 매체별로 정보 품질 
평가를 수행할 방법을 결정하는데, 기업 단위의 DBMS에 
대해서는 많은 IT 컨설팅 조직이나 연구 단체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도구를 연구하고 만들었다. 다음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정의한 정보 품질 평가 
방법이다.

Fig. 1 Structure of Data Quality Assessment (Korea 
Database Agency, 2009)

2.3 조선소 생산정보 품질 평가 적용

전 절에서 언급한 정보 품질 평가 방법론은 특정 
산업군보다는 기업용 정보 시스템(EIS)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평가 방안을 
정의하고 있다. 당연히 산업군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상세한 평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적 
특성을 분석하여 반영하여 맞춘(tailoring) 평가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는데 
조선소 기간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이므로, 
대상 산업은 조선 업계가 되며 대상 정보는 DBMS에서 
관리하는 기간 시스템의 생산계획 정보가 된다. 해당 
정보는 조선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표 – 대일정 – 중일정 
– 소일정 – 실행계획의 계층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생산 시뮬레이션은 중일정과 
하위 생산계획 정보이고 예제로 이용한 조선소의 정보가 
되므로 중일정 – 소일정 – 실행계획을 대상 범위 정보로 
볼 수 있다.

Fig. 2 Relation of Shipbuilding Planning and Scheduling 
(Lee, 2007)

본 연구에서 예제로 사용한 대상 조선소의 생산계획 
정보의 경우, 기간 시스템에서 선형중일정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고 하부 계획은 현장 담당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선행중일정 실적과 성과 관리를 
위해 WOP, WOD 정보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위 일정 정보를 생성하기로 했다.

3.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3.1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 개요

본 연구는 다른 제조업과 성격이 다른 조선소의 생산 시뮬



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다른 제조
업과 조선소의 차이를 생산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을 수행해 결과를 얻는 생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도구를 
통해 기반을 구성하는 모델링 방법론을 알아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기존 생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도구는 
해당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하고 발전 시킨 산업군의 특성
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 보잉사를 중심으로 항공
기 생산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사례가 많은 프랑스 
Dassault Systemes의 DELMIA나 자동차 제조 공장 사례가 많
은 독일 Siemens의 Plant Simulation, 반도체 공장 시뮬레이
션에서 널리 사례가 알려진 Applied Materials의 Automod 등
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살펴보면, 기존 생산 시뮬레이션
은 고정된 공장의 레이아웃과 설비 배치, 제조 현장의 업무 
규칙에 대한 모델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조선소의 현장 업무는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노동력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나는 일이 많고 대형 
부품을 가공하는 과정이다 보니 장소에 대한 이용 정보가 매
우 중요하지만, 공간 이용이 매우 유동적인 까닭에 정교한 관
리가 힘들다. 따라서 조선소의 현장 담당자에게 정형화된 정
보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고 비교적 정형화된 형태로 관리하
는 일정 정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Fig. 3 Definition of Shipyard Manufacturing Simulation Unit 
Model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

은 다른 사례와 다르게 공정 순서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Process)’를 중심으로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해당 프로세스의 상세한 공정 모델이 중요하
기 보다는, 해당 프로세스가 어떤 설비나 노동력을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으로 하여 조선소 현업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비슷한 개념이 되도록 했다. 조선소 생산 시
뮬레이션의 단위 모델은 아래 Fig. 3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세
스를 중심으로 설비나 노동력이 붙고, 결과로 생산하는 제품
이나 부품 정보를 짝지우게 된다.

3.2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생성 기법
앞 절에서 정의한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은, 같은 

절에서 언급한 상용 소프트웨어 도구에서처럼 별도의 편집기
를 제공하여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모델 
자체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세
스와 연결되는 실제 생산계획 일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
성하는 생산계획 일정이 엄청난 양으로 연결(mapping)이 되
어야 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 연결
이 되어야 한다. 자동 연결을 위해서는 기간 시스템의 정보를 
변형해서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과 연결을 시키기 위한 규칙
이 필요하다.

Fig. 4 H ie r a r c h ic a l  S t r u c t u r e  S c hedule of 
Shipbuilding Example

본 연구에서 예제로 사용한 조선소의 생산계획 정보 계층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Fig. 4와 같다. 이 정보에는 각각
의 공정과 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고유 코드가 존재한다. 선행
중일정의 경우 생산계획을 관리하는 기업용 정보 시스템(EIS) 
DB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시스템에서 선행중일정의 고
유 코드를 찾아내면 하위에 해당하는 WOP와 WOD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제품과 부품에 대한 고유 코드는 생산 도면
을 만드는 설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DB에서 확인할 수 있으



테이블명 칼럼명 진단 
건수

NULL 
건수

허용범위 위반 
건수

문자열 패턴 위반 
건수

날짜 선후관계 위반 
건수

오류 
건수 오류율(%)

WorkOrder StageID 159060 0 2 1025 1027 0.645668

WorkOrder StartDate 159060 5 1 647 653 0.410537

Process StartDate 13679 53 53 0.387455

WorkPackage Duration 86100 10 10 0.011614

WorkPackage FinishDate 86100 89 882 971 1.127758

Part
MaterialNumbe

r
1769426 73901

7390

1
4.176552

Part DrawingNumber 1769426 36089
3608

9
2.039588

Table 1 Profiling Analysis for Attribute of Column

며, 예제 시스템은 각각 Oracle을 이용해 DB 시스템을 구축
했고 Microsoft Excel을 통해 정보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 
예제 프로그램은 Java Script를 통해 고유 코드를 상황에 따
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3.3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정보와 정보 품질 관계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 시스템의 생산계획 정보를 
가져와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위
해 조선소의 기간 시스템에 직접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생
산 시뮬레이션 도구와 연결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조선소의 
기간 시스템은 이미 재무 및 생산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소프트웨어 도구를 
더하여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없고, 정보 또한 
생산 시뮬레이션에서 필요한 확정 정보가 없는 시점에서 기
간 시스템에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DB 정보를 일괄적으로 생산 시뮬레이
션 소프트웨어 도구에 변환해 입력하고 필요할 때마다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렇다면 해당 시점의 
생산 시뮬레이션에 입력하는 기간 시스템의 생산계획 정보 
품질이 매우 중요해진다. 해당 정보는 생산 시뮬레이션 소프
트웨어 도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외부에서 입력 
받는 정보이므로 품질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더러 일정 방법
을 통해 내부 필터링이 있을 수도 있으며, 사용자나 시스템의 
실수로 정보가 손실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력 받은 정
보의 품질이 생산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도를 결정하기 때
문에 입력 받은 시점에서의 정보 품질이 매우 중요할 수 밖
에 없다.

3,4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사례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서술한 기간 시스템의 생산계획 

정보를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으로 변환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수행하기 전에 기간 시스템의 정보를 정보 품
질 평가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정보 품질 평가 방법에 따라 세부 평가 항목을 결정하였는
데, 이번 연구에서 평가 항목으로 삼은 분야는 총 4가지 분
야로 각각 빈 값(Null), 값의 허용 범위 오류, 고유 코드 패턴 
오류, 날짜 선후 관계 오류이다. 최종 분석에서는 대상 전체 
정보량과 오류량을 비교하여 전반적인 품질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다.

빈 값의 경우에는 정보가 있어야 할 부분에 값이 비어있는 
오류를 뜻하는 것이고, 값의 허용 범위 오류는 기준이 존재하
는 값이 상하위 범위에서 넘는 값이 정보로 들어있는 경우다. 
고유 코드 패턴 오류는 조선소에서 정의한 고유 코드 규칙과 
상이한 값이 고유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고, 날짜 선후 
관계 오류는 대상 정보가 생산계획인 만큼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 정보가 불가능한 일정으로 들어있는 
경우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 현장 전문가가 이해하는 조선소 

현장에 대한 개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조선소 기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생산계획 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기간 시스템에서 가져온 정보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공학에서 사용하는 정보 
품질 평가(Data Quality Assessment)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예제 정보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추후 훨씬 많은 자동 변환 사례와 더 많은 
양의 예제 정보를 통해 같은 방법론을 실험하여 조선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실증하고 방법론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는 입력 
수준 정보 분석에 머무른 방법론을 시뮬레이션 결과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입력 정보와 출력 정보의 정보 
품질 관점에서의 연관 관계를 분석할 계획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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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규칙 기반의 안벽 최적 배치 시뮬레이션
이 상엽(인포겟 시스템), 유 원선(제주대학교)

Optimal allocation simulation around quays based on heuristic 
rule-set

Sang-Yep Lee(Infoget system), Won-Sun Ruy(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도크 공정 작업을 종료한 선박 혹은 해양 구조물은 진수과정을 거쳐서 안벽에 배치가 된다. 조선 야드의 안벽 선정에 관한 문
제는 선표일정에 따라 엄격하고 긴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대일정 계획에 대응한 예측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면 야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예측 및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배치를 위해서는 안벽의 지리 및 위치정보 및 관련 설비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배치 방안인 Double 혹은 Triple banking등도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묘박지 등의 임시 안벽 
공간의 활용도 주요한 배치 요소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정보로 선표 일정표, 해당 안벽 중심의 지리적  가용 
설비 정보 등을 활용하며, 각 안벽을 대상으로 호선들의 선호도와 banking 가능 여부, 야드 규칙 등을 고려하고 해당 결과를 조
선 전용 GIS와 연계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Keywords : Quay Allocation(안벽 배치), Rule-Set Simulation(경험 규칙 시뮬레이션), GIS System(지리 정보 시스템)

1. 서 론
본 논문의 관심은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진수 이후 후행 공정

을 수행할 안벽 선정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최적화이다. 해당 구
조물의 생산은 도크를 중심으로 선행과정과 후행과정으로 나뉘
게 되는데, 선행과정에 비해 후행 공정 및 일정 관리는 경험적이
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조선소마다의 설비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
과 도크/안벽 설비의 지리적인 특징에 많이 지배받게 되는 요소
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조선 해양 구조물 생산 업체에서는 자체
적으로 개발된 도크 및 안벽 운용 계획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
다. 대표적인 예가 DSME의 ThirdAPS와 LOPPS (LongTerm 
Process Planning System), STX의 SAPS(STX Advanced 
Planning System) 등이 있다(Choi, et al., 2011). 하지만 이는 
관습적으로 수행되는 규칙과 각 회사마다 보유한 설비를 근간으
로 하는 ‘일반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결과치를 참조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매월, 매주 수행하는 품질 이상의 결과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물의 편의적 기능에 치우쳐져 있는 경향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진수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안벽 선정 작업
에 있어서 지리정보의 활용과 사용자가 정의 가능한 룰셋 형태의 

최적 안벽 선정 규칙을 구성함으로써 일반화된 방식의 문제 해법
을 지향한다. 더불어, 각 호선의 배치상황과 선호도 문제를 수치
화, 최적화 하여,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얻어 낼 수 있는 출력보
다 설정된 성능(소요시간, 안벽 회전율) 차원에서 더 우수한 일정 
계획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 전용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과 ERP 혹은 APS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공간/시간을 고려한 최적화 문제 도출 등의 항목이 필요하였다. 
한편 Lee(2008)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선박 후행 공정의 특징과 
시스템 통합에 관한 연구를 Primavera P3ec를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조선 GIS 프레임워크의 구축은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모든 과
정과 핵심 알고리즘이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
는 일반화에 목적이 있다. 또한 같은 조선소라 하더라도 설비의 
증설, 보강, 폐쇄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능케 
한다(Choi, et al., 2011). 예를 들자면, 미래에 추가될 안벽을 가
정하고 일정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설에 대한 효과를 산정할 
수 있다. Fig.1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 해양 생산관리에서 
GIS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생산 관리를 위해 조선소 내의 공
간과 설비 용량 등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구축하여, 관리 영역
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 연산하여 제공하게 된다. 
GIS를 통해 확보된 공간정보와 선표를 필두로 하는 다양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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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ure 2. Quay schedule of HHIC Subic, based on Dock-Quay distance table

Table 1. Dock-Quay distance at HHIC Subic

정보를 혼합하여 일정계획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pace 
Time Allocation (이하 STA, Bay, et al., 2010)의 개념이 필요하
였으며, 안벽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연결하여 최적화 문제를 구성
하였다. 

Figure 1. The role of GIS at the product management of 
shipbuilding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조선전용 
GIS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벽에서의 호선 배치및 이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호선간의 거리 등 수
치 확인과 각종 설비와의 관계, 호선정보등을 열람하여 현재의 
배치 상황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을 도우며, 나아가 안벽 배치 도
면을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준다.

    

2. 안벽 배치작업의 특성
최근 해양구조물을 비롯하여 복잡한 의장 설치가 필요한 호선

을 중심으로 후행공정 기간이 선행공정의 그것보다 더 길어지고 
후행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 및 작업이 복잡 다양해지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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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endar 정보와 각 호선의 주요 일정을 획득할 수 있다. 
Calendar 정보로 부터는 유휴일과 작업일의 정보 획득이 가능하
지만 진수 이후에 어떤 안벽에 어떤 호선이 후행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안벽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간에 의한 제약이 있다. 조선소에서 여러 호선에 대한 건조작
업을 수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일정상의 중복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가용한 안벽 공간이 없다면, Double Banking이 가능한 안
벽이나 사외안벽, 묘박지 등을 활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소요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안벽 작업을 수행
하기 위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도크에서 안벽으로, 혹은 임
시 계류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선박의 이동 거리 및 이동 횟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일반적으로 호선이 작업된 도크와 가까운 안벽이 선호되는 이유
이다. Table 1은 수빅 한진 중공업(HHIC) 야드의 지형 정보를 바
탕으로 산출한 도크-안벽간 이동경로의 거리이며, Figure 2는 거
리 기반의 선호도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안벽 일정을 Gantt 
Chart형태로 가시화한 것이다. 

소요 시간을 산출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동 
경로 내 타 호선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GIS정보와 기존 선박의 안벽 배치 현황을 활용하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각 안벽별 설비의 차이이다. 
안벽에 따라 크레인 등 생산 설비의 차이가 있으며, 선종에 따라
서 특정 생산설비의 유무나 크레인의 용량 등이 해당 안벽에서의 
작업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수치 기반의 룰셋 정의
이전에 설명된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안벽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건들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여 판단할 수 있
는 규칙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룰셋의 형태로 정
의되고 관리되어지는데, 이는 각기 상이한 야드 환경에서 적용하
기 용이하고, 설비의 추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더 나아가 설비
의 증설 등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Figure 3. Moving case of Quay-allocated ship when new 
ship is launching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서술한 세가지 요소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용한 
안벽 자원의 유무이다. Table 은 이러한 가용 안벽 자원에 대해 
점수형태로 수치화 하여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는 각 호선이 안
벽에 배치되는 시점에서 각 안벽의 배치상태, 가능 뱅킹 호선 수, 
그리고 선종과 이동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선호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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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reference of the quays when a ship is 
allocated
선호도는 앞서 서술한 요소중 호선의 이동 거리와 안벽 설비

에 의한 변수로 결정이 된다. 여기서 설비에 의한 변수는 가용/
불가의 두가지 방향만이 존재하므로, 불가한 안벽은 사전에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고려되는 선호도는 소요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도크-안벽간 혹은 안벽간 이동시간은 설비간의 거리에 비례하
므로, 이들은 사전에 입력된 Table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예외
적으로 선박의 이동 경로상에 다른 호선이 있는 경우, 해당 호선
에 대한 이동이 필요하다. Figure 3은 한진 중공업(HHIC) 영도 
야드에서 발생 가능한 경로상의 충돌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조건들은 GIS정보를 통하여 예측이 가능하나, GIS정보를 통
한 충돌 검사는 추가적인 호선의 이동 시간에 대한 입력이나 확
인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벽에 배치된 호선의 개수
와 호선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여 특정 상황을 만족하면 추가 이
동시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였다.

Figure 4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기반으로 한진중공업(HHIC) 수
빅 야드의 2개 도크, 5개 안벽에 대하여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다. 이를 통하여 안벽의 배치일정을 구할 수 있으며, 안벽의 
부하율, 안벽 이동에 걸리는 소요시간, 선표 일정의 가용성 여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Figure 4. Simulation result of quay-allocation 

4.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소의 주요 자원중 하나인 안벽의 활용성을 판

단하기 위하여, 선표를 바탕으로 한 안벽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에 필요한 여러 제반 요소들과, 이들을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방
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인 야드에서의 적용 및 시설 설비의 변동에 유기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험 규칙 기반의 추론 엔진을 구축하는 
기본이 되었다. 일반화된 안벽 시뮬레이터의 구축은 보다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야드 설비의 부하율 및 활용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일정 계획의 평가 및 설비 증설시의 효과를 
예측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방향이나 시운전 일정 등,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현장에서의 경험 데이터들에 대해 언급되지 않
았다. 차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경험 데이터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과, 후행 중일정 계획과
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일정 산출 및 작업 효율
의 극대화가 앞으로 본 연구가 나아갈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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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장 배치를 고려한 트랜스포터 블록 최적 운송 시뮬레이션
허예지(목포대학교 대학원), 차주환(목포대학교), 조두연(목포대학교)

Optimal Block Transportation Simulation of Transporters 
Considering Arrangement in Ship Block Stockyard

Ye-Ji Heo(Graduate School, Mokpo National Univ.), Ju-Hwan Cha(Mokpo National Univ.), 
Doo-Yeoun Cho(Mokpo National Univ.)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의 대표 생산장비인 트랜스포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적치장 배치 상태를 고려한 블록 

운송 계획 문제를 정식화 하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결과의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트랜스포터 블록 운송 계획 문제의 
설계 변수는 트랜스포터에 할당된 블록의 순서, 적치장 내 블록의 위치, 블록의 반출 경로이고, 제약 조건으로는 
트랜스포터의 적재 능력, 운반 시작 가능 시각, 운반 완료 제한 시각, 운송 우선 순위, 교차 주행 여부, 적치 시 적합 
위치, 적치장 반출 시 반출 가능 형태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트랜스포터 공주행 시간 최소화, 적치장의 적치가용공간 
최대화, 적치장 반출 시 간섭 블록 개수 최소화를 목적 함수로 정의하였다. 이를 HHIC-Phil 조선소에 적용하여 공주행 
시간 감소율, 적치가용공간 증가율, 간섭 블록 개수 감소율 등을 분석하여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 Block transportation(블록 운송), Transporter(트랜스포터), Stockyard Arrangement(적치장 배치), Available space(적치가용공간), 
Obstructive block(간섭 블록)

1. 서 론
조선소에서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을 구성하는 블록을 

운송하기 위해 트랜스포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위해 조선소의 대표 생산장비인 
트랜스포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랜스포터의 불필요한 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블록을 
싣지 않고 주행하는 공주행 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Yim, et al., 2008). 하지만,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트랜스포터의 운송 실적을 분석해 보니, 트랜스포터 
블록 운송 건수의 약 37%가 적치장 안쪽에 적치되어 있는 
반출 블록의 경로를 막고 있는 간섭 블록 제거 작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치장 배치 상태를 
고려하여 블록 운송 순서를 결정하거나, 또는 블록 운송 
순서에 따라 적치장 내 적치 위치를 결정하면 이러한 
트랜스포터의 운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트랜스포터의 공주행 시간을 최소화 하면서도 적치장의 
적치가용공간을 최대화 하고, 반출 시 간섭 블록의 개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관련 연구 현황
조선소 블록 운송 계획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Joo, et al.(2005)은 비슷한 중량의 블록들을 그룹핑하여 

각 그룹마다 한 종류의 트랜스포터로 운송하도록 하였으며, 
각 그룹 내의 블록 간 운송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다양한 적재 
능력을 갖춘 트랜스포터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우며, 운송 
블록의 순서, 트랜스포터 간의 관계, 교차 주행, 적치장 
배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Yim, et al.(2008)은 복수 트랜스포터의 공주행 거리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문제를 정식화 하였으며, 개미 
알고리즘과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블록을 
트랜스포터에 할당하고 순서를 결정하였다. 한편, 적치장 
배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Cha, et al.(2012)과 Heo, et al.(2012)는 Yim, et 
al.(2008)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운송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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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FS 공법에 의한
초대형 동북아 국제 복합불류기지 건설 제안

신동식 (주)한국해사기술 회장

CONSTRUCTION OF ULTRA LARGE MULTIPLE (AIR-SEA-LAND) 
COMPLEX FLOATING TERMINAL

SHIN DONG-SHIK 

요 약

북극 해빙으로 인한 북극 항로의 개척 및 북극 해저 자원개발 그리고 FTA 및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체결로 인한 환
태평양 지역의 통상 확대, 대륙간 횡단 철도 TSR(TRANS SIBERIA RAILROAD), TCR(TRANS CHINA RAILROAD), TAR(TRANS ASIA 
RAILROAD)의 개통 그리고 부산 국제 신공항 건설 및 한중 열차 FERRY BOAT 및 한일 해저 TUNNEL 건설 등 한국을 둘러싼 국제 물류
의 큰 지각 변동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최적의 물류 기지 조건을 구비한 해양 수도 부산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
초의 초대형 AIR-SEA-LAND의ULTRA-MODERN COMPLEX FLOATING TERMINAL을 친환경적 VLFS 공법으로 건설하는 구상을 제
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산업 기술과 최첨단 복합융합기술의 결합과 최첨단 토목, 건축, 해양구조물 건설기술의 집약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연구개발 되어온 VLFS의 건조관련 기술이 종합되어 이러한 TERMINAL이 건설된다면 신융합복합기술 개발 및 유발 효
과가 극대화되어 세계 VLFS 기술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침체된 국내 철강산업, 조선산업, 대형 토목 건축산업의 활성화로 많은 
고급 기술인력의 고용증대와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다국적 사업이 유치 연계로 국가 경제 발
전과 안보증진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환태평양, 동북아, 동남아, RUSSIA 등지를 연계하는 인
적, 물적 교류의 활성화로 GLOBAL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주체를 창립하게 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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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부유체의 시장 전망
김윤수(삼성중공업)

Market Outlook of VLFS
Yoon-Soo Kim

요 약

부족한 국토의 가용면적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해양공간 활용은 주로 근해의 매립 및 간척 등의 방법에 
의존하여 왔다. 이러한 방식은 환경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하여 왔으며, 해양공간의 활용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초대형 부유체, 즉 VLFS(Very Large Floating Structure)는 1980년대부터 꾸준한 연구가 시작되어 오늘날 다양한 
해상작업을 위한 초대형 뷰유식 해양 구조물을 통칭하고 있다. 

VLFS의 종류로는 해상풍력 단지, 부유식 원자력 발전플랜트, 이동식 항만, 해상복합 발전플랜트, 해수온도차 발전 
플랜트, 하이브리드 안벽 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부분 시제품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육상 플랜트의 해상화 추세, 기존 해상플랜트의 기능 복합화, 해양 에너지 발전플랜트 수요확대 등의 
국제적 동향은 VLFS의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또한, 국토 가용면적이 제한적인 국가들의 VLFS 개발 의지와 더불어 기존 해양공간 활용 방법이 야기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VLFS의 시장 확대를 가속화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VLFS는 단순한 해양구조물 제조 사업을 떠나, 활용도에 따라서는 다양한 Construction 개념이 부가되어, 여러 
산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미래 융·복합 사업으로 각광 받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VLFS의 종류별 핵심기술 및 시장전망에 대해 검토함으로서, 산업체 관점에서의 VLFS에 
대한 미래 신시장 개척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고자 한다.

Keywords : VLFS(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초대형 부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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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핵심기술 소개
홍사영(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ey Technologies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Sa Young Hong(MOERI, KIOST) 

요 약

20세기 말 일본의 MegaFloat 프로젝트, 미국의 MOB 프로젝트를 을 중심으로 해상공항 및 이동형 기지로서의 km 급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설계해석분야에 유탄성응답 개념을 도입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km 규모의 해상공
항에 대한 실증 연구도 이루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유탄성해석 기술을 중심으로한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설계
해석 연구가 대학,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일본 하네다 공항 확장공사에 초대형 부유식 공법을 제안한 것을 마지
막으로 VLFS 연구를 국제적으로 주도해왔던 일본에서 연구가 축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VLFS연구가 정체기를 맞았으나, 국내에
서는 2007년까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설계기술” 연구가 해양연구원에서 9년동안 진행되었다. 

최근에 동남아 국가에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부유식 구조물을 이용한 유류 저장시설에 건설을 위한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며, 
브라질에서도 심해 유전 개발을 위한 해상 보급기지로서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시미즈 건축에서는 
지름 3km 규모의 부유식 미래도시 Green Float Islands, 한 변이 2km에 달하는 메가시티 피라미드와 같은 대담한 구상도 내놓
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미래수요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술을 이용
한 해상물류 터미널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술적 검토로서, 그간 국내외에서 수행된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핵심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s : VLFS(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Hydroelasticity(유탄성해석) Mooring System(계류시스템), Deepwaer breakwater(심해용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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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학회 VLFS위원회
신현경(울산대학교), 박성환(한국기계연구원), 홍사영(한국해양과학기술원)

VLFS Committee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

H. SHIN (University of Ulsan), S.W.PARK (KIMM), S.Y HONG (KIOST)

요 약

최근 초대형부유식해상구조물의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구체적인 가능 사업으로서 국내에서는 신공항과 
관련한 부유식 해상공항 개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해외에서는 브라질 해역에 해상물류기지의 설치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경
우가 있다. 국내의 연구 성과로서는 1993년 과학기술처 지원 울산대학교 총괄사업인 초대형 부유식 해양구조물에 관한 연구 
과제 이래 한국기계연구원의 BMP개발사업, 한국해양연구원의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술개발 사업 등 여러 국책 과제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이 지원한 산학협력과제 또한 끊임없이 수행되어 왔다.
2012년 12월 대한조선학회는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원으로서, 또한 북극항로 개방에 따른 동북아 최상의 물
류기지로서 초대형 부유식 해양구조물(VLFS)의 개념을 재정립하며, 미래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신개념 다목적 부유식 해양구
조물의 개발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VLFS (초대형부유식해양구보물), BMP, 물류기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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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통신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변조기반 진폭변조 통신방식 
기법

이재일(제주대학교), 김주호(제주대학교), 배진호(제주대학교), 팽동국(제주대학교)  
유원선(제주대학교), 조일형(제주대학교), 이종현*(제주대학교) 
박성규(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이대형(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A Noval AFSK Method for Ship Body Communication 
Jaeil Lee, Juho Kim, Jinho Bae, Dong-Guk Paeng, Wonsun Ruy 

Il Hyoung Cho, Chong Hyun Lee*, Songque Park, Dae Hyung Lee

요 약

본 논문은 선박 내 통신을 담당하는 ship board 네트워크으로는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의 통신을 담당하기 위해서 개발된 선체

통신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선체통신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가이드 파(Guided wave)를 이용하는 통신하는 방법을 말
하며, 본 논문에서는 선체통신 성능 향상을 위해 주파수변조 기반 진폭변조 통신방식을 제안한다(여기서 주파수변조 기반 진폭변

조 통신방식을 AFSK (Amplitude-frequency shift key)라 부른다.). 제안된 통신 방식의 송수신 센서는 53kHz의 공진 주파수를 

갖는 PWAS (Piezoelectric wafer active sensor)형 초음파센서를 사용했으며, 철판에서 사용한 통신신호는 약 3100m/s정도의 

속도를 갖는 A0모드 음파이며, 이 신호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다양한 분산에 의해 주파수 천이가 발생되어 두 주파수를 사용하

는 전통적인 주파수 방식보다는 제안된 주파수 기반의 진폭 변복조 방식의 성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된 통신 방

식을 실증하기 위해 두께가 20mm가 되는 유조선(COT)의 외판에서 1kbps의 전송률로 100m 이상의 거리에서 통신을 수행한 결

과 BER은 0이 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Guided wave(가이드파), Lame wave(램파), Amplitude-Frequency Shift Key(주파수기반 진폭변조)

1. 서 론
조선 산업은 노동 ․ 기술 집약적인 전통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 IT 기술과의 융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조선-IT 융합 활성화 방법 중 디
지털 선박 구현을 위해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유무선 
통합 SAN(Ship area network)의 연구가 시작되었다(Kim, 2008). 
그러나 전자기파의 금속투과 한계에 의해 오픈된 영역만 커버할 
수 있는 Point area 또는 Room area 통신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박의 철 구조물을 하나의 통신용 전송 매질로 
이용하는 초음파 선체통신망(Ship body area network, SBAN)의 
개념은 조선-IT 융합 기술의 한 사례이다(Bea et al., 2011, Lee 
et. al., 2011). 

선체 구조물에서 초음파는 Guided wave가 존재하며 Guided 

wave 중 철판에서 생성되는 Lamb wave로 선체통신에  사용된
다. 여기서 Lamb wave는 철판의 두께와 사용되는 주파수에 따
라 대칭 모드(Symmetric mode) 및 비대칭 모드(Anti-symmetric 
mode) 등 다양한 모드가 발생되어(Giurgiutiu, 2008) 통신에서 
인접한 신호에 영향을 주어 전송 비트 판정시 오류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선체와 같은 복잡한 구조물에서 초음파는 
다양한 다중경로를 발생시켜 통신 성능을 저하 시킨다. 따라서 
선체에 적합한 통신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박내 통신을 
담당하는 Ship board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되지 않는 불통지역
의 통신을 위해 초음파를 이용한 새로운 선체통신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된 통신 방식은 주파수 변조기반 진폭 변조 방식으로 
Lame wave의 모드 분산영향과 선박 구조에 따른 다중 경로 영
향으로 발생하는 인접 신호의 왜곡을 감소하기 위해 버스트 신호 
생성 방법과 STFT(Shirt-time fourier transform)분석을 통한 신호 
복조 방식이다. 제안된 통신 방식의 성능 검증을 위해 건조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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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Cargo-oil tank,대우조선해양)의 외판을 이용하여 100m 
거리 통신 실험결과 100% 복조 결과를 획득하였다.

 
2. 제안된 통신변조 기법

전자기파는 선체 구조물에서 금속투과 한계에 의해 통신 신호
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초음파는 매질의 
고유 전파 속도에 따라 구조물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므로 선체 
구조물에서의 통신 신호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선박 구조물에
서 Lame wave의 음파 전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건조중인 선
박(대우조선해양)을 이용하여 30m 이내의 근거리에서 
PWAS(Piezoelectric wafer active sensors) 타입의 초음파 센서
에 대한 모드 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조물의 두께 20mm와 
초음파 센서의 운용 주파수 50kHz~90kHz 에 대하여 A0와 S0 모
드가 발생되었고 이중 신호의 진폭이 가장 큰 A0모드의 전파 속
도는 약 3100m/s로 측정되었다. 근거리 모드 분석 결과 전통적
인 통신 방식 중 진폭천이 변조와 주파수천이 변조 방식은 모드 
분산영향이 적은 근거리에서는 수신 신호의 복조가 가능하였지
만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Lame wave의 속도 분산 및 다중 모드 
분산 특성에 의해 인접 신호의 간섭이 증가하여 수신 신호에 대
한 오류 판정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모드 분산 및 
다중 경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주파수 변조 기반의 진폭 변 복
조 방식을 제안하며 본 논문에서는 AFSK라 명한다. 제안된 통신 
방식은 인접 신호 간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버스트(Burst) 방식
으로 송신 신호를 생성한 후 주파수 변조 방식에서 1bit와 0bit의 
진폭의 크기를 조절하여 송신 신호를 생성한다. 이진 AFSK 신호
는 식(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for    ≤  ≤ 
     for    ≤ ≤ 

(1)

여기서, 는 1bit의 진폭, 는 0bit의 진폭, 는 1bit의 반송
파 주파수, 는 0bit의 반송파 주파수, 는 1bit의 버스트 주
기, 그리고 는 0bit의 버스트 주기를 의미한다. 

Fig. 1 The block diagram for receiver of AFSK
여기서, r(t)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 수집된 수신 신호를 나타내

고 수신 신호는 대역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통신에 사용된 반송파 
대역의 성분만을 여과한다. 이때, 여과된 신호에는 Lame wave
의 모드 분산 영향과 다중 경로 영향으로 반송파 주파수와 주변
의 대역 성분이 함께 존재하여 반송파 주파수를 왜곡 시킨다. 그
로인해 일반적인 복조 방법인 수신 신호에 반송파를 곱하여 기저 
대역 신호를 복조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여과된 

신호에 버스트 신호 주기를 고려하여 프레임의 크기를 설정한 후 
프레임 크기의 반을 중첩하여 STFT(Shirt-time fourier transform)
를 취한 후 최대 에너지를 이용하여 신호를 복조한다. 여기서, 
최대 에너지는 각 프레임의 FFT 결과에서 최대 에너지크기를 취
한 후 한 bit 구간에서 최종적인 최대 에너지를 선택한다. 최종적
으로 한 bit 구간에서의 최대 에너지는 문턱값과 비교하여 수신 
신호를 복조한다. 

3. 실험 및 결과 
제안된 주파수기반 진폭 변조 방식의 통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건조중인 유조선(Cargo-oil tank, 대우조선해양)의 외판을 
이용하여 100m 거리에서 통신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는 실
험 환경 설명을 위한 모형선박을 나타내며 선체의 외판에서 약 
20m간격으로 100m 까지 수신 센서의 위치를 변경하여 데이터를 
수신하였다.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AFSK
송신부에서는 NI사의 LabView 2011를 이용하여 AFSK 변조 

신호를 생성한 후 DAQ 보드(USB-6361, NI, USA)로 디지털 아
날로그 변환하여 전력증폭기(HVA-400, TOYO, Japan)와 전치증
폭기(VP1000, Reson, Denmark)로 증폭된 신호를 송신하였다. 
수신부에서는 선박의 외판을 통해 수신된 신호를 전치증폭기
(VP1000, Reson, Denmark)로 증폭하여 DAQ 보드(USB-6361, 
NI, USA)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한 후 LabView 2011을 이용하
여 신호 수집 및 AFSK 신호 복조를 수행하였다. 또한  Lame 
wave를 생성하기위해 53kHz에 공진 주파수를 갖는 PWAS 타입
의 초음파 센서를 송수신 센서로 사용하였다. 

송신 신호는 식(1)에서 는 53kHz, 는 48kHz, 와 는 
각각 1과 0.1, 그리고 버스트 주기 5로 신호를 생성하여 1kbps



의 전송률로 전송하였으며 외판의 두께는 20mm 이다. Fig. 3은 
AFSK 복조기의 수신 신호 복조 결과의 예로 선박의 외판에서 
43m 거리에서 측정된 수신 신호를 분석한 결과를 보인다.

Fig. 3 Demodulation by AFSK
Fig. 3의 (a)는 대역통과된 수신신호로 송신 신호이외에 모드 

분산에 의한 신호가 함께 측정된 결과이다. Fig. 3의 (b)는 프레
임의 크기 128에 대하여 STFT 결과 중 최대 에너지를 선택한 결
과를 보이며 한 bit 구간은 13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Fig. 3
의 (c)는 한 bit 구간에서 최대 에너지를 선택한 결과로 (c)의 결
과는 최종적으로 문턱값과 비교하여 비트를 판정하게 된다. Fig. 
4는 수신 신호 복조결과로 위쪽부터 25m, 80m 그리고 100m 거
리에서의 수신 신호의 파형과 복조 결과를 나타낸다. 

Fig. 4 AFSK communication performance (at 25m, 80m, 
100m)

25m ~ 61m 의 입력전압은 50V, 80m 의 입력전압은 100V, 
그리고 100m 에서의 입력전압은 150V 을 인가하였다. 이때 각
각의 bit 판정 문턱값은 0.05V (25m), 0.025V (43m), 0.03V 
(61m), 0.018V (80m), 그리고 0.011V (100m)로 선정하여  
100% 복조된 결과를 획득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내 통신을 담당하는 Ship board 네트워크

으로는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의 통신을 위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새로운 선체통신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초음파 통신 방식은 
주파수 변조기반 진폭 변조(AFSK) 방식으로서, Lame wave의 모
드 분산 영향과 복잡한 선박 구조에 따른 다중 경로 영향으로 발
생하는 인접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트 신호 생성 
방법과 프레임 단위 STFT분석을 통하여 신호를 복조 방식이다. 
제안된 통신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53kHz에 공진 주파수
를 갖는 PWAS 타입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1kbps의 전송률
로 송신 신호를 발생시켜 건조중인 유조선의 두께 20mm인 외판
에서 100m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 수신 성능을 평가한 결과 
100%의 복조 결과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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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위험한 밀폐구역의 작업의 안전을 위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일반적으로 밀폐구
역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전송을 수행할 경우 표면효과 때문에 데이터의 전송이 매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선체통신을 기반으로 밀폐구역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선체 모니터링 시스템은 1차 적으로 웹캠 과 온도센서
를 이용한 선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여 오일탱커(COT)의 외판에서 53kHz의 PWAS(Piezoelectric Wafer Active Sensor)센서를 사
용하여 1kbps의 전송률로 영상 및 온도 데이터의 모니터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CO농도센서를 추가한 후 실험실에서 가로
(2450mm), 세로(220mm), 두께(20mm)의 철판에서 전송률에 따른 성능 검증 실험결과 1kbps에서 10kbps까지 오류 없이 측정 데이터
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Keywords : Monitoring System(모니터링 시스템), Closed Area(밀폐구역), Ship Body Communication(선체통신) 

1. 서 론
2010년을 기준으로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중에 발생하는 재

해다발 상위 5개의 재해 형태로 충돌, 추락, 협착, 전도, 낙하 등
이 있다(Lee, 2012). 또한 선체 내부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을 하게 되면 작업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특
히 온도가 높아지거나 작업 중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하는 폭발 
또는 가스에의 중독은 작업자가 위험 수준을 쉽고 정확히 감지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
요하다. 

한편 선박에서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대단위의 여러 구역으
로 나누어진 철판 구조물 환경으로 인하여 통신에러 및 외부 잡
음으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따른다(Moon et al., 2010).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초음파를 통신용 신호로 이용하
여 선박의 철 구조물을 통신용 전송 매질로 이용하는 초음파 선
체통신망(Ship Body Area Network, SBAN)에 대한 개발이 이루

어졌다(Bae et al., 2011, Lee et al., 2011). 

본 논문에서는 선체 통신을 기반으로 선체 내 밀폐구역의 작
업 안전을 위해 선체 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때 통신목표거리는 100m로 설정하였으며 시스템의 성능평가는 
건조중인 유조선(COT,Cargo-Oil Tank)에서 실시하여 결과를 도
출해내었다. 또한 여러 가지 전송률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추가 실험을 실시하여 모니
터링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선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선체 모니터링 시스템은 웹캠과 온도 센

서, CO농도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선체 통신 방식으로는 
AFSK(Amplitude and Frequency Shift Keying) 변․복조 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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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시스템의 송신부 및 수신부의 블록도는 Fig. 1과 같
다. 웹캠과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모니터링 데이터가 PC로 입
력되어 LabVIEW로 개발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AFSK 변조
되고 아날로그로 변환되어 전력증폭기와 전치증폭기를 통해 증
폭되어 송신된다. 수신부에서는 선박의 외판에 부착된 초음파 센
서를 통해 수신한 신호를 전치증폭기로 증폭하고 디지털로 변환
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거치며 AFSK 복조되며, 그 결과가 PC 
모니터에 나타난다.

Fig. 1 Block diagram for the proposed monitoring system

선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송신부 및 수신부 GUI는 LabVIEW 
2011을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그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2.1 모니터링 시스템 송신 단말기 GUI
Fig. 2의 좌측은 전송 데이터를 나타내고, 우측은 실험환경을 

설정하고 송신 변수를 선택하는 곳이다. 좌측에 보이는 바와 같
이 송신 단말기 GUI 화면에서는 웹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부분을 촬영한 이미지, 온도센서 및 CO 농도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를 선체통신 
기법을 이용하여 송신한다. 

2.2 모니터링 시스템 수신 단말기 GUI
Fig. 3의 좌측은 실험환경을 설정하고 데이터 저장 경로 및 수

신 변수를 선택하는 곳이다. 중앙부는 송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처리 결과 나타내는 곳으로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 한 
온도 및 CO농도 결과와 웹캠을 통해 촬영된 이미지를 보여 주
며, 우측은 수신한 데이터의 신호처리 과정을 출력한다.

Fig. 2 Transmitter GUI of monitoring system

Fig. 3 Receiver GUI of monitoring system

3. 실험 및 성능 평가
3.1 실험 환경

현장 실험은 건조중인 COT의 갑판 위에서 실시하였다. 송․수
신 측정은 Fig. 4와 같이 선박의 종 방향으로 선체를 따르는 방
향으로 실시하였다. 초음파센서로는 지름 40mm이고 공진주파수
가 53kHz인 PWAS(Piezoelectric Wafer Active Sensor)형의 센서
를 이용하였으며, 선박의 외판에 부착하였다.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로는 온도센서와 송신기로 사용한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웹캠을 사용하였다. Fig. 5는 현장 실험을 실시한 
선박 갑판 위의 모습을 보여준다.

Fig. 4 Measuring direction

Fig. 5 Environment of field experiment
현장 실험 후 모니터링 시스템에 CO농도센서를 추가하여 실

험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추가 실험에서는 실
험실에 설치된 가로 x 세로 2450mm x 1220mm, 두께 18mm의 
철판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철판의 두께를 선박의 외판과 비슷
한 두께로 선정하여 현장 실험의 환경과 비슷하도록 하였다. 전
방위성의 PWAS형 센서의 경우 반사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체에 비해 작은 규모의 철판에서 실시된 실험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지향성을 갖는 Wedge형 초음파센서(공진주파수 
100kHz)를 사용하였고, 현장 실험에 사용하였던 온도센서와 웹
캠에 CO농도센서를 추가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3.2 현장 실험 모니터링 데이터 수신 결과
Fig. 6과 7은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 송․수신 실험 결과이며, 

송신센서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수신센서를 부착하여 웹캠 및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송신한 현장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수신
한 결과를 각각 보인다. 

Fig. 6 Monitoring GUI in transmitter 

Fig. 7 Monitoring GUI in receiver
그림을 살펴보면 FIg. 6의 사각형 영역 안의 영상과 온도

(27.0553℃)가 전송된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가 Fig. 7에 잘 나
타남으로서 데이터 전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 전송률 1kbps로 통신거리 100m에
서 모니터링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3 CO농도 센서 추가 모니터링 데이터 수신 결과 
선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CO농도센서를 추가하여 실험실에서 

철판에서의 전송률에 따른 성능 검증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였는
데 이때 데이터 전송률은 1kbps~10kbps까지 다양하게 실험 하
였다. Fig. 8은 그 중 10kbps에서의 모니터링 실험 결과를 나타
낸다. Fig. 8의 좌측과 같이 실험 당시 실험실 내부 온도는 
17.35℃, 일산화탄소 농도는 10.459ppm이었으며, 영상을 포함
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신한 결과가 Fig. 8의 우측에 나타나는
데 영상이 완벽히 출력되었으며, 실험실 내부의 온도 및 일산화
탄소 농도 역시 정확히 전송받았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데
이터 전송률 10kbps까지 모니터링 데이터를 오류 없이 송․수신

함을 확인하였다.

Fig. 8 Transmitted data(left) and Received data(right) with CO 
Concentration

4. 결 론
100m급 통신을 위한 선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웹캠과 온도센

서를 이용하여 설계한 후 오일탱크 선박에서 시스템 검증 실험을 
수행한 결과, 1kbps의 전송률로 PWAS형 센서를 사용할 경우 통
신 목표거리인 100m까지 성공적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전송함
을 검증하였다. 또한 선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CO농도센서를 추
가한 후 실험실에서 실시한 전송률에 따른 성능 검증 추가 실험
을 통해 1kbps에서 10kbps까지 오류 없이 데이터를 전송함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진은 100m급 통신을 이용하여 개발한 선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제 작업 환경에 적용하면 선체 내의 
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작업자의 작업 효율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Lee, K.T, 2012.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s in 
Shipbuilding Industry.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31(1),  pp.137-142.

Moon, Y.S. Bae, Y.C. Park, J.K. & Roh, S.H., 2010. The 
Implementation of wire and wireless Integration Module of 
Zigbee and Optical Communication for Ship Area 
Network(SA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5(5),  pp.428-434.

Bae, J.H. Lee, J.H. Paeng, D.G. Lim, Y.K & Park, J.W., 
2011. The Hull Communication Network of Ship Using 
Supersonic and There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o. 101027540.

Lee, J.H. Bae, J.H. Paeng, D.G. Lim, Y.K. & Park, J.W., 
2011. System of Communication Using Multi-Channel 
Supersonic Communication in Ship Body,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o. 101027539.



다중센서를 이용한 선체통신 성능향상 기법
이재일(제주대학교), 김주호(제주대학교), 배진호(제주대학교), 팽동국(제주대학교)  

유원선(제주대학교), 조일형(제주대학교), 이종현*(제주대학교) 
박성규(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이대형(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Performance Improvement for Ship Body Communication 
Using Multiple Sensors

Jaeil Lee, Juho Kim, Jinho Bae, Dong-Guk Paeng, Wonsun Ruy 
Il Hyoung Cho, Chong Hyun Lee*, Songque Park, Dae Hyung Lee

요 약

선박 내 통신을 담당하는 ship board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영역의 통신을 담당하나, 부분적으로 통신이 되지 않는 불통지역이 존재하

기 떄문에 이 영역의 통신을 담당하기 위한 통신방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체를 매질로 하는 선체통신을 제안하며, 제안된 통신

방식은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센서로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송수신용 초음파 센서는 전송률을 높이기 위해 높은 공진 주파

수를 사용하면 좋다. 그러나 주파수가 높으면 통신거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 센서를 사용하

여 통신 성능을 향상시켰다. 제안된 다중 센서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80kHz의 PWAS (Piezoelectric wafer active sensor) 센서

를 사용하여 SISO (Single input single output)와 N×N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통신 (여기서 N ≤ 4 이다.)을 두께가 

20mm인 오일탱커(COT)의 외판에서 1kbps로 통신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 MIMO 통신이 SISO 통신에 비해 더 먼 거리에서 오류 없

이 통신이 가능함을 보였다. 

Keywords : Ship body area network(선체통신망), Lame wave(램파),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MIMO) 

1. 서 론
복잡한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에서 통신은 주로 유선망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유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의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SAN(Ship Area Network)의 연구가 시작되었다(Kim, 2008). 그
러나 전자기파의 금속투과 한계에 의해 오픈된 영역만 커버할 수 
있는 Point area 또는 room area 통신이라는 한계가 있다.

선박의 무선 채널 환경은 일반적으로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파를 이용한 통신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또한 선박의 구조
는 단일 철판이 아닌 여러 개의 철판을 용접하여 붙이고 내부에
는 선체가 받는 다양한 힘을 견딜 수 있는 보강판 구조로 되어 
있으며 기관실, 선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잡한 
선체 구조에서 유․무선을 이용한 선박 내 통신망 구성은 매우 복
잡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초음파는 매질의 고유 
전파 속도에 따라 구조물을 통해 빠르게 파기 전달되며 반사, 간

섭, 회절의 모든 성질을 지니고 있어 선박과 같은 구조물에 부가 
통신용 신호로 적합하며 선박의 철 구조물을 하나의 통신용 전송 
매질로 이용하는 초음파 선체통신망(Ship body area network, 
SBAN)의 개념이 소개되었다(Bea et al., 2011, Lee et. al., 
2011). 

선박내 통신을 담당하는 Ship board 네트워크는 통신 영역이 
부분적으로 통신이 되지 않는 불통지역의 통신을 담당하기 위한 
통신방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선
체를 매질로 하는 선체통신 기법을 제안하다. 선체에서 송수신용 
센서로 사용되는 초음파는 전송률을 높이기 위해 높은 공진 주파
수를 사용하면 성능이 향상된다. 그러나 주파수가 높아지면 거리
에 따른 감쇠가 증가하여 통신 거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 센서를 사용하여 통신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건조중인 유조선(Cargo-oil 
tank,대우조선해양)의 외판을 이용하여 100m 거리에서 NxN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통신 실험을 수행하였다(여
기서 N≤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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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체통신 기법
선체 구조물에서 전자기파는 금속투과 한계에 의해 제한적인 

통신만 가능하다. 그러나 초음파는 매질의 고유 전파 속도에 따
라 구조물을 통해 전파되므로 선체를 통신 매질로 이용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선체 구조물에서 초음파는 Guided wave가 존재
하며 Guided wave 중 철판에서 생성되는 Lamb wave로 선체통
신에  사용된다. 여기서 Lamb wave는 구조물의 두께와 사용되
는 주파수에 따라 대칭 모드(Symmetric mode) 및 비대칭 모드
(Anti-symmetric mode) 등 다양한 모드가 발생된다(Giurgiutiu, 
2008). 본 논문에서 선체통신 실험에 사용되는 유조선의 두께는 
20mm로 80kHz를 통신 주파수로 사용할 경우 Lame wave는 A0
와 S0 모드가 발생되고 이중 신호의 진폭이 가장 큰 A0모드의 전
파 속도는 약 3100m/s 이다. 

Lame wave의 모드 분산 영향과 복잡한 선체 구조에 의한 다
중경로 영향은 심볼간 간섭(Inter symbol interference, ISI)을 발
생시켜 통신 성능을 저하시킨다. 선체 통신에서 모드 분산 및 다
중 경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주파수 변조 기반의 진폭 변 복조 
방식을 제안하며 본 논문에서는 AFSK라 명한다. 제안된 통신 방
식은 인접한 신호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버스트(Burst) 방식으로 
송신 신호를 생성한 후 주파수 변조 방식에서 1bit와 0bit의 진폭
의 크기를 조절하여 송신 신호를 생성한다. 이진 AFSK 신호는 
식(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for    ≤  ≤ 
     for    ≤ ≤ 

(1)

여기서, 는 1bit의 진폭, 는 0bit의 진폭, 는 1bit의 반송
파 주파수, 는 0bit의 반송파 주파수, 는 1bit의 버스트 주
기, 그리고 는 0bit의 버스트 주기를 의미한다. 

Fig. 1은 AFSK 복조기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Fig. 1 The block diagram of AFSK receiver
여기서, r(t)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 수집된 수신 신호를 나타내

고 수신 신호는 대역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통신에 사용된 반송파 
대역의 성분만을 여과한다. 이때, 여과된 신호에는 Lame wave
의 모드 분산 영향과 다중 경로 영향으로 반송파 주파수와 주변
의 대역 성분이 함께 존재하여 반송파를 왜곡 시킨다. 이러한 심
볼간 간섭영향을 줄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여과된 신호에 버스
트 신호 주기를 고려하여 프레임의 크기를 설정한 후 프레임 크
기의 반을 중첩하여 STFT(Shirt-time fourier transform)를 취한 
후 최대 에너지를 이용하여 신호를 복조한다. 여기서, 최대 에너
지는 각 프레임의 FFT 결과에서 최대 에너지크기를 취한 후 한 
bit 구간에서 최종적인 최대 에너지를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한 

bit 구간에서의 최대 에너지는 문턱값과 비교하여 수신 신호를 
복조한다. 

선체 통신의 전송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주파수의 반
송파를 운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파수가 높아지면 
거리에 따른 감쇠가 증가하여 통신 거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
다. 또한 선체통신 환경에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은 모드 분산과 다중경로에 의한 심볼간 간섭이다. 버
스트 신호 전송 방법으로 대부분의 심볼간 간섭 영향을 제거 하
였으나 송신 신호의 입력전압이 증가할 경우 여전히 심볼간 간섭
이 발생한다. 이러한 심볼간 간섭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중 센서를 운용하는 NxN MIMO 통신 방법을 제안하며 본 논문
에서는 동일한 신호를 센서의 배열을 증가하여 구현한다. 

3. 실험 및 결과 
제안된 선체 통신방식의 검증 및 NxN MIMO 통신 운용에 따

른 통신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건조중인 유조선(Cargo-oil tank, 
대우조선해양)의 외판을 이용하여 100m 거리에서 통신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는 실험 환경 설명을 위한 모형선박을 나타내
며 선체의 외판에 송수신 센서 배열을 부착한 후 100m 거리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였다. 

Fig. 2 Experimental setup 
통신 시스템의 송신부에서는 NI사의 LabView 2011를 이용하

여 AFSK 변조 신호를 생성한 후 DAQ 보드(USB-6361, NI, 
USA)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하여 전력증폭기(HVA-400, 
TOYO, Japan)와 전치증폭기(VP1000, Reson, Denmark)로 증폭
된 신호를 송신하였다. 수신부에서는 선박의 외판을 통해 수신된 
신호를 전치증폭기(VP1000, Reson, Denmark)로 증폭하여 DAQ 
보드(USB-6361, NI, USA)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한 후 
LabView 2011을 이용하여 신호 수집 및 AFSK 신호 복조를 수행
하였다. 또한  Lame wave를 생성하기위해 80kHz에 공진 주파수
를 갖는 PWAS 타입의 초음파 센서를 송수신 센서로 사용하였으
며 송수신 배열의 수를 1~4 개로 증가 시키며 수신 하였다. 

송신 신호는 식(1)에서 는 80kHz, 는 48kHz, 와 는 
각각 1과 0.1, 그리고 버스트 주기 5로 신호를 생성하여 1kbps



의 전송률로 1000개의 bit를 전송하였으며 외판의 두께는 20mm 
이다. 

Fig. 3과 4는 각각 입력전압 150V와 25V에 대하여 송수신 센
서 수에 따른 수신 신호 중 20개의 bit열(1111100000111100- 
0011)에 대한 수신 파형의 예를 보인다. 

Fig. 4 Waveform of received signal (by 1x1, 2x2, 2x4).

Fig. 4 Waveform of received signal (by 2x2, 2x4, 4x2, 
4x4).

동일한 입력 전압에 대하여 송신 센서의 수가 증가하면 수신 
신호의 진폭준위가 증가하고 수신 센서의 수가 증가하면 수신 신
호의 잡음준위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은 입
력전압과 송수신 배열 수에 따른 비트오류확률을 보인다.

Table 1 BER of Tx-Rx array 
ArrayVolt. 1x1 1x4 2x2 2x4 4x2 4x4

25V - 0.50 0.023 0.236 0 0
50V - - 0 0.002 - -
100V - - 0 0 - -
150V 0.01 - 0.004 0 - -
200V 0.04 - 0.009 0 - -

1x1 SISO의 경우 입력전압 150V 이상에서 약 수%의 오류를 
갖고 수신 신호를 복조할 수 있었으나 150V 이하의 입력전압에
서는 수신 신호를 복조하기 어려웠다. 2x2 MIMO의 경우 입력전
압이 25V에서 100V로 증가함에 따라 수신 신호의 진폭준위가 증
가하여 복조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입력전압이 150V에서 200V로 
증가할 경우 수신 신호의 진폭 준위 증가와 함께 Lame wave의 
모드 분산 영향도 함께 증가하여 복조 성능이 감소한 결과를 획
득하였다. 4x2와 4x4 MIMO의 경우 송신 배열의 수 증가로 수신 
신호의 진폭준위가 증가하여 낮은 입력전압 25V에 대해서도 높
은 복조 성능을 보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내 통신을 담당하는 Ship board 네트워크

에서 통신이 되지 않는 불통지역의 통신을 위해 선체를 매질로 
하는 초음파 선체통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통신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중 센서를 사용한다. 제안된 선체통신 방식은 
주파수 변조기반 진폭 변조(AFSK) 방식으로 Lame wave의 모드 
분산 영향과 복잡한 선박 구조에 따른 다중 경로 영향으로 발생
하는 심볼간 간섭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버스트 신호 생성 방법
과 프레임 단위 STFT분석을 통한 신호 복조 방식이다. 제안된 
통신 방식의 검증 및 다중 센서에 의한 성능향상을 확인하기 위
해 두께 20mm인 건조중인 유조선의 외판에서 80kHz에 공진 주
파수를 갖는 PWAS 타입의 초음파 센서를 1~4개의 다중 센서를 
사용하여 1kbps의 전송률로 송신 신호를 발생한 후 100m 거리
에서의 신호를 복조한 결과, 단일 송수신 센서를 사용한 경우 입
력전압 150V에서 1%의 BER을  4x2와 4x4 송수신 센서를 사용
한 경우 입력 전압 25V에서도 BER 0인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낮은 입력전압과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체통신 시스템의 경
우 다중 센서를 사용하면  통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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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의 외판에서 선체통신 채널 성능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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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Body Communication Channel on Shell of a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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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체통신은 선체를 매질로 초음파를 이용하여 가이드 파(Guided wave)를 발생시켜 통신하는 방법을 말하며, 선체통신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선박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채널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 성능 향상을 위해 선체인 외판의 채널에서 철판에
서 발생하는 가이드파인 램파(Lamb wave)가 주파수와 거리에 따른 감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센서는 두께가 약 2mm이고, 지름이 각각 40mm, 35mm, 30mm, 25mm이며 공진주파수가 각각 53kHz, 63kHz, 70kHz, 80kHz인 디스크 
형 센서이다. 이를 이용하여 20mm 두께의 강철판으로 구성된 유조선의 외판에서 거리에 따라 신호를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각 수신 
신호의 진폭은 송신 진폭 및 수신이득을 고려하여 정규화 하였다. 최소 수신 거리는 25m 이며, 최대 수신 거리는 100m 이다. 거리에 
따른 수신 신호의 진폭은 dB스케일에서 선형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각 센서의 감쇠율은 -0.165dB/m, -0.294dB/m, -0.248dB/m, 
-0.242dB/m인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Guided wave (가이드파), Attenuation (감쇄), Outside Shell (선체 외판), Ship Body Area Network (SBAN, 선체통신망)

1. 서 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현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

나 아직까지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자재의 해외 의
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선박 IT 기술의 광역적 개발이 상대적으
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Hyun, 2008).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WiBro 그룹 통신 시스템이 개발되고 
선박 상태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IT기반 유무선 통합 기술인 
SAN(Ship Area Network)등이 개발됨으로 선박 기자재산업에 경
쟁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Park, et. al, 2010). 그러나 선박은 철골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스킨 뎁스(Skin depth)의 문제로 무
선망의 음영대 발생 및 기존 유선망 구축의 물리적 제약 등 선박 
내 통신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었다(Choi, et. al., 2010). 선박의 
외판을 통해 전달되는 초음파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여 신호
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초음파를 이

용하여 이미 철판에서의 통신 가능성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Murphy, 2005). 특히 철판에서 발생되는 램파(Lamb wave)가 효
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철판의 비파괴 검사 
등에 램파가 응용되어오고 있다(Giurgiutiu, 2002). 램파는 판파로 
불리며 철판에서 발생하는 가이드파이다. 본 연구는 선박에 응용 
가능한 초음파 통신시스템 개발의 기초연구로써, 선박 외판에서 
PWAS(Piezoelectric wafer active sensor)형 초음파 센서를 통해 
발생되는 램파의 감쇄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선체 외판에서 발생되는 램파(Lamb 
wave)의 모드 및 분산성

램파를 이용한 음파전달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할 부분은 
램파의 분산성(Dispersion)이다. 두께가 2h인 자유 경계면에서의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램파의 분산성은 Rayleigh-Lamb frequency 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한할 수 있다(Ros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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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는 파수(wave number)를 의미하고,  ,는 각각 종
파의 음속과 횡파의 음속을 의미한다. 선박의 외판은 철(steel)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에 맞는 물성을 이용하였다. 램파는 매질 
내에서 입력 주파수에 따라 진행속도가 달라지며 생성되는 모드
의 개수가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군속도( )의 분산곡선
(Dispersion curve)은 이러한 특징을 잘 표현 해준다(Rose, 
1999).

  


 




  

 


 (3)

실험 당시 선박 외판의 두께는 약 20mm 였으며, 센서의 공진
주파수는 45~80kHz 였으므로, 주파수와 두께의 곱(fd)은 
0.9~1.6 MHz-mm이다. Fig. 1에서 보면 실험 조건에서 두 개의 
모드( , )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드가 
모드에 비해 약 1.5배 빠르다(1 MHz-mm 기준).

Fig. 1 Dispersion curve of Lamb wave in steel plate 

3. 음파의 전달 손실 분석
3.1 음파 신호 측정 실험 환경

선체 매질에서의 음파전달 손실 측정을 위해 대우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유조선(Crude oil tanker)의 주 갑판(Main deck)과 연
결되어 있는 외판(Outside shell)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였다. 

신호의 주파수 별 전달손실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공
진주파수를 갖는 네 가지 PWAS형 센서를 이용하였다. 임피던스 
분석을 통한 각 센서의 중심 주파수는 각각 53kHz, 63kHz, 
70kHz, 80kHz 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센서의 지름을 고
려하여 각각 A40, A35, A30, A25 센서라고 하겠다. 거리에 따
른 신호의 감쇠를 측정하기위해 송신 센서는 선수 부근에 고정시
켜두고, 수신센서를 송신센서로부터의 거리가 25m, 40m, 60m, 
80m, 100m 가 되도록 선미로 이동해 가며 신호를 측정하였다. 
초음파 신호의 송수신은 PC로 제어하였으며(LabVIEW, 
USB-6351(NI)), power Amp. 및 수신단 pre-Amp.는 각각 
HVA-400(TOYO), VP1000(RESON)을 이용하였다. 신호 측정 당
시의 환경 및 송수신 블록도(Block diagram)는 Fig. 2와 같다.

Fig. 2 Experiment setup for lamb wave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on main deck and outside wall of vessel (a) 
main deck (b) sensor holded by magnetic base

3.2 송수신 신호 분석
실험에 사용된 송신 신호는 초음파 통신을 위한 진폭변조신호

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sin 
    sin  (3)

이때 A40 센서의 은 53kHz, 는 48kHz 이고, A35센서의 
은 63kHz 는 48kHz 이며, A30 센서의 은 70kHz 는 
48kHz, A25 센서의 은 80kHz 는 48kHz 이다. 이때 진폭 
B는 A의 1/10 이다. 실험 당시, 송신 신호는 1과 0을 각각 다섯 
비트(bit)씩 순차적으로 발생시켰다. Fig. 3는 송신신호의 처음 
여섯 비트를 나타낸 그림이다. 센서 응답 및 신호의 분산성에 의
해 신호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1m 에서 측
정한 수신신호의 첫 비트의 첫 번째 피크 도달 시간은 약 
20.45ms이며, 속도로 환산하면 2982.9m/s 이다(Fig. 3.(b)). 이



는 Fig. 1에 의해 모드의 속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신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PWAS형 센서로부터 철
판에 방사된 램파 신호는   모드가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반해   모드는 매우 미약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Fig. 3 Received signals of an A40 transducer at (a) 25m 
(b) 61m (c) 100m

Fig. 4 Decrease of amplitude of received signals with 
distance and sensor

3.3 거리에 따른 음파신호 감쇠

실험 결과 세 가지 센서로 발생된 신호는 모두   모드가 우
세한 전달 특성을 보였다. Fig. 3은 수신 센서가 송신 센서로부
터 각각 25m, 61m,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수신된 신호이다. 수
신 신호가 거리에 따라 점차 감쇠되는 모습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세 센서로부터 수신된 신호도 이와 동일한 경향
을 보인다. Fig. 4는 최초로 도달하는   모드의 피크 진폭을 
이용하여 계산한 각 센서의 거리별 전달 손실을 나타낸 그림이
다. 측정치와 함께 선형 회귀함수를 이용하여 근사시킨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선형 회귀분석결과 A40, A35, A30, A25 각 
센서의 거리에 따른 감쇠율은 각각 -0.165dB/m, -0.294dB/m, 
-0.248dB/m, -0.242dB/m로 나타났다.

4. 결 론
선체의 외판을 매질로 하는 통신시스템 개발을 위해 주파수가 

서로 다른 PWAS 형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별 전달 손실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 거리에 따른 전달손실은 A40센서가 가장 낮았
으며 A25, A30, A35센서 순으로 감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통해 나타난 센서별 감쇠율 차이에 관해서는 센서별 응답
특성 및 신호의 주파수와 감쇠율의 상관관계 등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호의 확산손실과 감쇠손실 등을 
고려한 램파 전달 모델링을 통한 분석이 진행 될 것이다. 그러나 
A40센서가 감쇠율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특성을 확인한 본 논문
의 결과는 차후 PWAS 타입의 센서를 이용한 통신시스템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진주파수가 낮으
면 통신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싣기에 제약이 따르므로 이를 고려
한 센서의 선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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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ing and Bending Losses of Guided Wave 
in a Vessel for Ship Body communica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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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선체를 이용한  통신 연구를 위해 선체의 복잡한 철골구조물에 관한 채널 해석으로 A0 단일 모드가 약 19mm의 철판

과 약 10mm의 격벽의 용접 접합부를 통과할 때 철판에서 발생하는 가이드파인 램파의 변형을 연구하기 위한 실선 실험을 수행하여 신
호를 취득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을 위해 램파의 발생은 PWAS(Piezoelectric Wafer Active Sensor) 형 센서를 이용하였으며, 신호의 주
파수는 90kHz 이다. 수신 센서의 설치는 송신 센서로부터 3.5m 거리에 격벽이 위치하게 하고, 6m 이내의 거리에서 위치에 따라 신호를 
취득하여 분석해본 결과 수신된 램파는 격벽을 통과하면서 직접파 및 반사파가 혼합된 형태로 측정 되었으며,  A0 모드의 직접파 도달 
후 약 1ms 이후에 매우 복잡한 형태의 반사파군이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Lamb wave (램파), Dispersion (분산), Steel plate (철판), Mode (모드) 

1. 서 론
 현재까지 비파괴 검사 분야에서는 램파(Lamb wave) 응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램파는 판파로 불리며 철판에
서 발생하는 가이드파로 고체판 매질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
되므로, 결점 탐지 가능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램파의 특징인 다중모드와 분산성은 램파의 응용을 어렵게 만
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복잡한 램파의 성질을 피하기 위해 하나
의 모드만을 발생 시키는 트랜스듀서를 개발하거나 다른 대체적
인 방법들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각도를 갖는 
쐐기를 이용하면 종파를 평면파로 변환이 가능하며(Rose, 
2000), 빗형 트랜스듀서나 시간 지연 신호를 이용한 선형 배열센
서를 이용하기도 한다(Rose et. al., 1998, Zhu & Rose, 1999). 
또는 하나의 얇은 PZT를 이용하는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을 택하
기도 한다(Giurgiutiu, 2000). 일부 문헌에서는 보다 적은 감쇄손
실을 갖는 A0 모드의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였으며(Kessler et. al, 

2001), 또는 판에 접착된 하나의 PZT 센서를 이용한 선택적인 
S0 모드 발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Giurgiutiu, 2003). 

본 연구에서는 선체통신을 위한 채널 연구의 일환으로, 선박
의 복잡한 구조물, 특별히 선체 바닥과 벽면의 접합부를 통과하
는 단일 모드 램파 전달 실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다.

2. 램파(Lamb Wave)의 발생 및 전달
램파는 윗면과 아랫면이 자유경계조건(traction-free)을 갖는 

평면변형조건의 무한 판에서 발생되는 유도파(guided wave)이
며, 가장 특징적인 성질 중의 하나는 분산성(dispersion)이다. 두
께가 2h인 자유 경계면에서의 램파의 전달은 Rayleigh-Lamb 
frequency 방정식을 이용하여 식(1),(2)와 같이 표한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대칭 모드와 비대칭 모드 각각의 주파수-모드별 음
속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군속도( )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입력주파수-판 두께의 곱과 군속도의 분산곡선은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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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Ros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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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고,       이
다. 는 파수(wave number)를 의미하며, ,는 각각 종파의 
음속과 횡파의 음속을 의미한다. 선박의 외판은 철(steel)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종파와 횡파의 속도는 각각 5850m/s, 
3230m/s 밀도는 7800kg/m3의 값을 적용하였다. 

실험 당시 선박 외판의 두께는 약 19mm 이었으며, 입력 신호
의 주파수는 90kHz 이었으므로, 주파수와 두께의 곱(fd)은 1.71 
MHz-mm이다. 이를 분산곡선에 적용해 보면 해당 실험 조건에
서 두 개의 모드( ,)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드가 모드에 비해 약 1.4배 빠르다.

Fig. 1 Dispersion curve of Lamb wave in steel plate 

3. 선체 외판에서 측정된 신호의 분석
3.1 음파 신호 측정 실험 환경

선체 외판에서 발생되는 램파신호 측정을 위한 시스템 블록도
와 실험 환경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이 진행된 선박의 주 
갑판은 Fig.2 상단의 그림과 같이 여러 격벽으로 둘러싸여 있었
다. 갑판을 이루고 있는 철판들의 용접부위로 인한 신호의 왜곡
을 피하기 위해, 선체의 종방향으로 신호를 송수신 하였으며 송

신센서로부터 3.5m 되는 거리에 격벽이 위치하도록 하였다. 주
갑판 바닥을 이루는 철판의 두께는 약 19mm, 격벽의 두께는 약 
10mm 이었다. 주갑판 윗면은 매끈한 철판이며 아래쪽 면에는 보
강재들이 주갑판을 받치고 있었다. 사용된 초음파 센서는 
American Piezo Ceramics 사의 PWAS (Piezo Wafer Active 
Sensor)형 PZT 센서이며(지름 25mm, 두께 2mm), PC를 이용하
여 신호를 발생, 제어 및 저장하였다(LabVIEW, USB-6351(NI)). 
전력증폭기 및 전치증폭기는 각각 HVA-400(TOYO), VP1000 
(RESON)을 사용하였다. 송신신호는 5주기의 사인파를 갖는 버
스트(burst)신호를 이용하였으며, 전력증폭기 출력단의 진폭은 
150V였다. 

Fig. 2 Experimental environment on main deck of a vessel 
and block diagram of system setup 

3.2 모드 분석
Fig. 3, 4는 거리에 따른 수신신호를 나타낸다.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실험이 진행된 환경에서는 램파의 S0, A0 두 모드
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경우 A0 모드의 발
생이 보다 우세하며 S0모드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매질의 두께와 신호의 주파수와의 관계에 의한 램파의 특성으
로 판단된다(Giurgiutiu, 2003). 거리별 도달 시간 측정을 통한 
두 모드의 음속은 각각 평균 4628m/s, 2667m/s로 나타났다. S0 
모드의 경우 이전 장에서 살펴본 이론적인 S0 모드의 음속과 매
우 근접하게 나타났으나 A0모드의 경우는 약 600m/s정도 느리게 
나타났다. Fig. 3, 5에 모드의 도달 시간을 고려해 찾아낸 각 모
드의 위치를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3.3 수신 위치에 따른 신호 분석
수신 신호의 진폭은 거리에 따라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철판이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있었으며 일부 수신 지점의 경
우 표면이 고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처음 1m 거리에서
의 신호는 비교적 깨끗한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음속이 보다 빠



른 S0모드가 A0모드를 앞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m 지점에서 
부터는 조금씩 복잡한 파형이 나타나고 있다. 약 1ms 와 1.7ms
에서 반사파로 여겨지는 잔향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3m 지점
에서는 보다 복잡한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2m 지점에서 부터 
는 A0모드보다 조금 앞서는 신호가 발견되는데 음속은 약 
2874m/s 이며 진폭은 측정 위치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다. 격벽을 지나면서 파형은 보다 복잡한 형태를 나타낸다. Fig. 
4는 격벽으로 전달된 신호를 나타낸다. 격벽을 통과하기 전의 신
호와는 매우 다른 복잡한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Fig. 5 (a)의 약 
2ms 이후에는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파형이 측  정되고 있
다. 이는 격벽을 지나게 되면서 발생한 반사파군으로 판단되며 
S0모드 보다 진폭이 큰 것으로 보아 A0모드로부터 다중 반사된 
파형들로 판단된다.

Fig. 3 Received signal with distance in front of a wall (a) 
1m (b) 2m (c) 3m (d) 3.4m

Fig. 4 Received signal from a sensor attached on the wall 
and 0.1m from the main deck bottom plate as Fig. 2

Fig. 5 Received signal with distance behind a wall (a) 3.6m 
(b) 4m (c) 5m (d) 6m

4. 결 론
선박은 복잡한 철골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초음파 신호

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 연구를 위해서는 철골 구조물에서의 채널 
해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선박에서 약 19mm 두께의 철판과 
약 10mm의 격벽의 접합부를 통과할 때 발생되는 램파 A0 모드
의 변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A0 모드의 직접파가 수신된 후 
약 1m/s후에 매우 복잡한 형태의 반사파군이 측정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단 하나의 격벽만을 통과할 때도 이와 같이 복잡한 파
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중 격벽, 다중 보강재 등이 
존재하는 선체에서의 통신은 송신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의 보다 구체적이고 정
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주어진 구조에서의 이론적인 가이드파 전
달 모델링 등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실험의 분석
결과는 선체통신 시스템의 변조방식, 전송속도 등을 선정하기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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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체 통신을 위해서는 주어진 채널에서 효율적으로 신호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센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센서의 종류에 따라 

매질 내에서 효과적으로 가진(Generation)되는 유도 초음파의 모드(Mode)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센서 중 PWAS 형(American Piezo Ceramics Inc.)과 Wedge (Ultran, GRD100-D50) 형 센서를 이용하여 선체 바닥에서 가이드 파

(Guided wave)를 발생시키고 그 신호를 분석해 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신호의 주파수는 각 센서의 공진주파수를 고려하여 각각 90kHz 

(PWAS 형)와 100kHz(Wedge 형)를 사용하였다. 두 센서로부터 발생된 유도 초음파는 모두 이론적인 분산관계식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나, 센서에 따라 모드의 진폭비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선체 통신에 필요한 센서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Keywords : Wedge type sensor(Wedge 형 센서), PWAS type sensor(PWAS 형 센서), Lamb wave mode(램파 모드)

1. 서 론
철판을 포함한 고체에서의 신호 발생 및 탐지를 위해 사용되

고 있는 센서에는 PWAS(Piezoelectric Wafer Active Sensor) 형, 
웨지(Wedge) 형, 빗 형 센서(Comb transducer), 자왜 센서
(Magnetostrictive sensor)와 패치 형 센서(Patch transducer) 등
이 있다(Giurgiutiu, 2002, Rose, 1999). 이러한 초음파를 이용하
여 이미 Murphy 등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철판에서의 통신을 성
공 사례들이 발표되어 왔다(Murphy, 2005). 특히 철판에서는 발생
되는 가이드파의 한 종류로 램파(Lamb wave)가 효과적으로 전
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철판의 비파괴 검사 등에 램파가 
응용되고 있다(Giurgiutiu, 2002). 철판에서 통신을 구현함에 있어
서 각지고 복잡한 선체의 구조를 대비해서 센서를 구조물에 접착 
고정 후 송수신하기에는 PWAS형과 Wedge형의 센서의 사용이 
가정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체 바닥에서 현재 상용되고 있는 센서 중 

PWAS 형(American Piezo Ceramics Inc.)과 Wedge (Ultran, 

GRD100-D50)형 센서를 이용하여 선체 바닥에서 램파로 불리며 
철판에서 발생하는 가이드 파(Guided wave)를 발생시키고 그 신

호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두 센서로부터 발생된 램파는 이론적

인 분산관계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2. 램파의 분산성
 램파(Lamb wave)는 아래 윗면에 자유경계조건(traction-free 

condition)을 갖는 평면변형조건의 무한 판에서 발생하는 가이드
파(guided wave)이다. 선체 블럭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자재들은 
자유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판이라는 가정 하에 주로 램파가 생성
된다고 볼 수 있다(Choe, 2011). 램파는  외각(shell)구조나 판구
조에서 먼 거리까지 파 감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Hu, et al., 2008). 또한 이런 장점을 살려서 선체통
신에 사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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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서 5 m 10 m

PWAS 형 3.8 mV 2.2 mV (9m)

Wedge 형 45 mV 25 mV

Table 1 The maximum amplitude of A0 mode generated 
by PWAS type and Wedge type sensors

Fig. 1  Lamb wave dispersion curves in the plate 

 램파가 전파될 때 여러 가지 모드의 신호가 생성되는데 판의 
두께와 파의 주파수에 의해서 분산곡선(Dispersion curve)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램파가 전달되는 채널은 두께가 약 
20()인  철판이며 이며 자유경계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Fig. 1과 같이 분산곡선을 계산해 낼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신호의 주파수는 PWAS형과 Wedge형 각각 

82.1()와 100()이였으므로, 철판 두께를 고려한 fd(두께
와 주파수의 적) 값은 각각 1.56( )와 1.9
( )이다. 따라서 Fig. 1의 분산 곡선에 의하면, 주어
진 환경에서는 S0 와 A0 두 개의 모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3. 실험 환경과 결과 분석
3.1 실험에 사용된 센서

   본 연구에서는 Wedge형으로 ULTRAN사의 센서를 사용 
했으며 PWAS형으로는 APC사의 센서를 사용하였다. 센서의 
외경은 PWAS형과 Wedge형 각각 25()와 57()이
고 두께는 각각 2()와 55()이며 주파수는 이다.

Fig. 2 (a) Wedge type sensor (b) PWAS type sensor

3.2 실험 환경과 송수신 시스템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3,100 TEU (45,200dwt)급 컨테이

너선의 갑판에서 두 가지 형태의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송수신 실험을 하였다. Fig. 3은 실험 환경에 대한 사진(좌)과 모
식도(우)이다.

Fig. 3 Experimental setup ship deck

Fig. 4는 실험장비 구성에 대한 블록도(Block diagram)다. 송
신 신호는 다섯 주기의 사인파(sine)를 갖는 버스트(burst) 신호
를 사용하였다. 송신 신호의 전송률은 100Hz 이며, 전력증폭기
를 이용하여 증폭된 신호의 진폭은 150V이다. 수신신호는 전치
증폭기를 이용하여 증폭하였으며 PWAS 형과 Wedge형 각각의 
이득은 32dB와 20dB이다. Fig. 5와 Fig. 6는 PWAS형과 Wedge
형 센서로 송수신된 신호를 나타낸다.

3.3 실험 결과
측정한 결과 중에 5m와 10m 에서 취득한 PWAS형과 Wedge

형 센서의 수신 신호를 각각 비교해 보았다. 단, 10m 지점에서 
취득한 PWAS형 센서의 신호는 9m에서 취득한 신호에 비해 진
폭이 급격하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실제 철판에서 발
생한 물리적인 신호감쇠가 아니라 바닥면과 센서와의 접촉 상태
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10m 에서 취득한 신호 대신 
9m에서 취득한 신호를 이용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측정된 결과
는 Table 1에 나타냈다.

Fig. 4 Block diagram of transmitter and receiver



센서 별 특징 결 과

PWAS
cSo 4856.5   m/s
cAo 3141.2   m/s

VSo/VAo 4.6   %

Wedge
cSo 4751.5   m/s
cAo 3107.9   m/s

VSo/VAo 10.2%

Table 2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PWAS type and 
Wedge type sensors

Fig. 5 Receiving signal (PWAS type)

PWAS형과 Wedge형 센서의 수신된 신호를 각각 주파수 40kHz
부터 120kHz사이의 대역 필터(Band Pass Filter)를 씌운 뒤의 결
과를 그림 5 와 그림 6 으로 나타냈다. CS0는 대칭 모드 음속
(sound speed of symmetric mode)이고 CA0는 비대칭 모드 음
속(sound speed of anti-symmetric mode)이고 VS0는 대칭 모드
의 진폭(Amplitude of symmetric mode)이며 VA0는 비대칭 모드
의 진폭(Amplitude of anti-symmetric mode)이다.

Table 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PWAS형 센서의 경우 A0모드
의 진폭 대비 S0모드의 진폭은 약 4.6%로 나타나 A0모드의 진
폭에 비해 S0모드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PWAS형 센서로부터 가진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A0 모드
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Wedge형 센서의 경우는 약 10.2%
로 PWAS형 센서의 경우에 비해 다소 큰 값을 나타내지만, 여전
히 센서로부터 가진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A0 모드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사용된 PWAS형과 Wedge형 센서로부터 발생된 

가이드파는 모두 이론적인 분산관계식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
였으나, 센서에 따라 모드의 진폭 비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였
다 . 

Fig. 6  Receiving signal (Wedge type)

A0 모드에 대한 S0 모드의 진폭 비율은 PWAS 형 센서가 약 
4.6%, Wedge 형 센서가 약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램파를 
이용한 통신시스템의 경우 다중모드의 발생은 복조를 어렵게 하
므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
의 결과로 두 센서 모두 A0 모드가 효과적으로 발생되므로 통신
을 위해서는 A0 단일 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
나 Wedge형 센서는 PWAS형 센서에 비해 S0모드를 상대적으로 
더 발생 시키므로 Wedge형 보다 PWAS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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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선체내 통신을 담당하는 ship-board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통신이 제한되는 영역이 발생하며 이러
한 통신 제한영역의 통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선박의 철재 구조물을 매질로 하는 진폭변조 방식을 이용한 초음파 통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통신시스템은 공진주파수 100kHz를 갖는 ULTRAN사의 웻지(Wedge)형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송신은 
Max232를 이용하여 컴퓨터의 직렬 포트에서 송신 모듈로 데이터를 보내고 NE555 타이머를 사용하여 진폭 변조하였다. 그리고 
수신부는 증폭기 포락선 검파 및 비교기 LM358N을 사용하였다. 송·수신 데이터의 전시는 랩뷰(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램파를 이용하여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된 철판에서 송·수신 실험을 한 결과 최대 5000bps 까지 근거리 통신이 가
능함을 보여주었다.
Keywords : 선체통신(Ship Body Communication), 램 파(Lamb Wave), 초음파 통신 시스템(Ultrasound Communication System)

1. 서 론
선박은 선체내부 통신을 위하여 주로 유선망 통신시스템을 사

용한다. 그러나 유선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의 통신이 필요할 
경우에 생기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등에서 제안한 선박 통합 네트워크(Ship Area Network, 
SAN) 연구가 시작되었다(Park, et. al., 2010). 선체구조물은 일반
적으로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파를 이용한 선체통신 환경은 매
우 열악하다(Bae, et. al., 2011). 또한 선박 내부구조는 단일 철
판이 아닌 여러 개의 철판을 용접하여 붙여져 있고 선체가 받는 
다양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보강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관실, 선실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
다. 이러한 선체구조 특성으로 전자기파를 이용한 선체통신은 통
신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통신망 구성이 복잡하여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고(Saulnier, et. al., 2006), 벽을 
통과하는 통신방법과 판 또는 관의 결함을 모니터링 하는 기법에 
대한 유사연구가 진행된 정도이다(Tomlinson, et. al., 2007). 특
히 선박 내에서의 통신 불능으로 인하여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 조선소에서는 매년마다 선박 내 밀폐 구역 내에서 인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제든
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자 철판을 통해 통신할 수 있
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초음파 신호를 
철판을 통해 진동시키면 철판의 내부에서 가이드 파(Guided 
Wave)인 램 파(Lamp Wave)가 만들어져 공기 중 보다 손실이 적
은 음속 3000m/s ~ 6000m/s 속도로 신호가 전송된다. 시스템 

검증을 위해 가로(2450mm), 세로(1220mm), 두께(20mm)의 철

판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문자가 송·수신
되는 초음파 근거리 통신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시리얼 통신 데

이터 송수신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오류 없이 최대 

5kbps 까지 통신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2. 시스템 제작
본 논문에서 제작된 통신 시스템은 PC를 이용한 채팅 시스템

이기 때문에 PC 인터페이스와 초음파 센서 구동을 위해 송수신
부와 이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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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Fig. 1과 같이 모듈로 제작하였다.

Fig. 1 Ultrasonic Communication System Modules
제작된 송수신 모듈의 송신부는 컴퓨터와 직렬통신을 하기위

한 Max232, 시리얼 통신 신호를 초음파의 공진 신호로 변조시켜 
주는 NE555 타이머, 초음파 센서를 구동하기 위해 HEF4069 
NOT Gate를 병렬로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신부는 초
음파센서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증폭을 위해 2 단의 NJM4580D 
op 앰프를 사용했고, 변조된 신호에서 통신 신호만 검출하기 위
해 포락선 검파 회로와 신호의 검파를 위해 LM358N op 앰프가 
비교기로 사용되었으며, 비교기를 이용해 검파된 수신된 신호는  
Max232칩을 통해 컴퓨터에 시리얼 통신을 하도록 제작을 하였
다. 컴퓨터에서는 랩뷰(LabVIEW) 프로그램으로 채팅의 모든 기
능을 수행하도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로 제작되었으며, 
그 기능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부분과, 1bps ~ 9600bps 까지 
조절 가능하게 하는 보 레이트(Baud Rate) 부분, 에러 발생 유무
를 쉽게 체크 할 수 있는 오류 정보(Error Information) 부분이 있
다. 제작할 때 사용한 부품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Table 1 The Products used in Ultrasonic Communication 
Items Type

Ultrasound Sensor Wedge Type
(ULTRAN, GRD100-D50)

Modulator NE555 Timer
Amplifier NJM4580D
Detector Op Amp LM358N

PC Communication RS232 Serial

Fig. 2 Ultrasonic Communication Experimental Environment

Fig. 3 Ultrasonic Communication Block Diagram

3.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작된 채팅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Fig. 2와 같

이 제작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체의 제작과 같은 특성을 가진 
철판에서 철판 통신을 수행하였다. 사용한 장비는 노트북 2대,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송·수신부, 전원부, 트랜스듀서
(Transducer)이다. 본 실험을 위해 사용된 센서는 공진주파수 
100kHz를 갖는 웻지(Wedge)형 센서(GRD100-D50)를 사용하였
다. Fig. 3은 본 논문에서 실시한 초음파 근거리 통신 시스템 블
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Fig. 4 Ultrasonic Communication Experiment (5000bps)

Fig. 5 Ultrasonic Communication Experiment (6000bps)
본 실험에서 사용된 철판은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사

용된 철판과 비슷한 사이즈인 가로 2450mm, 세로 1220mm, 두



께 20mm 의 철판을 사용했으며, 통신 실험은 문자열 데이터 송·
수신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비트 오류율(BER) 0 이하의 조건에
서 Fig. 4와 같이 최대 5000bps 까지 통신이 가능함을 실험하였
다. 실험결과로 5000bps 에서 송신문자를 연속적인 0 문자열을 
100개를 보내어 수신된 문자가 오류 없이 원활한 데이터를 수신
한 반면에, 6000bps 는 수신된 데이터가 Fig. 5와 같이 에러가 
많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 내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통신을 위

해 철판을 매질로 하는 초음파 통신 시스템을 제안하여 실시간으
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송·수신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웻지(Wedgy)형 센서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송·수신 하는 모듈을 
직접 제작하여 근거리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작된 모
듈을 가지고 1000bps 부터 1000bps 단위로 늘려가면서 
6000bps 까지 실험하였으며 최대 5000bps까지 에러 없이 근거
리 통신이 됨을 보였다. 본 논문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근
거리 통신 시스템이지만 차후 이러한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실시
간 영상 또는 음성을 원거리까지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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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형 고속선박의 항주자세 추정에 관한 수치해석기법 고찰
오광호(넥스트폼) , 유재훈(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Studies on numerical analysis for prediction of 
running attitude of planing craft

Gwangho Oh(NextFoam), Jaehoon Yoo(Mokpo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rediction of the running posture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resistance by the numerical calculation for a high 
speed vessel. Especially for a planing craft having a large variation of running attitude it becomes more essential, but 
it can not be obtained easily because the running posture and the hydrodynamic forces including the resistance are 
interacted with each other. So iterative calculation to obtain the dynamic forc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attitude 
is necessary,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calculated hydrodynamic force at the assumed draft as the additional 
buoyancy the corrected draft is calculated through satisfying the equilibrium between the buoyancy and the hull weight. 
To verify the derived method three kinds of hull forms were used with the results of model tests, R/V ATHENA and 150 
tons class guide vessel for middle-speed semi-planing crafts, 28 feet fast boat for a high-speed planing boat. For all 
cases with several iterations the converged value of draft can be obtained, lastly the resistance and flow around hull 
were simulated by using VOF method.
Keywords : Planing craft(활주선), Running posture(항주자세), Potential flow(비점성유동)), CFD(전산유체역학), Resistance(저항)

1. 서 론
고속 활주선은 일정 선속 이상에서 유체동역학적인 힘에 의해 

선체가 부양하여 활주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저항을 줄여주게 된
다. 여기서 활주선의 설계나 저항 추정을 위해 활주 자세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요구된다. 활주선형의 경우에는 선체 표면에 작용
하는 동압력에 의한 부양력에 의해 선체 중량의 대부분이 지지된
다. 결국 활주 자세는 선체 중량과 부력에 선속에 의해 만들어지
는 동적 유체력들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트림(trim)과 
흘수 침하(sinkage)의 형태로 나타나며, 항주 자세 변화에 따라 
저항도 크게 변하게 된다.

고속선의 항주 자세 측정을 위해 모형 시험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Shin, et al., 2004; Kim, et al., 2009). 모형 
시험이 아닌 계산에 의한 연구로서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Savitsky (1964)가 주형 활주면의 유체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초
기 선형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경험식을 정립한 바 있다. 하지
만 선체를 단순한 형태의 쐐기(wedge)로 가정한 것으로 복잡한 
형상을 지닌 실제 선형의 설계에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수치계산으로도 항주 자세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항주 자
세에 따라 수치계산을 위한 패널 및 격자를 매번 재생성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세변화가 큰 고속선의 경우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수치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항주 자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WAVIS 1.4 포텐셜 유동계산을 이용하여 선체에 발생
하는 부양력을 계산하고 이를 부가적인 부력으로 간주하여 선체 
중량과의 평형을 이용하여 항주 자세를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얻어진 항주 자세를 사용하여 점성 유동장 해석
으로 FLUENT 12.1.2를 사용하여 저항 성능을 평가해 보았으며 
최근 소스코드가 공개된 무료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인 
OpenFOAM을 이용하여 FLUENT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2. 항주 자세 추정 방법 개발
2.1 항주 중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

Fig. 1은 항주 중 선체에 작용하는 정상적(steady)인 유체력을 
도시한 것이다. 항주 중에는 정역학적인 힘인 부력(B), 동역학적 
힘인 부양력(L)이 선체 중량과 평형을 이루는 과정에 추진기에 
의한 추력(T)에 의한 모멘트와 선체와 부가물의 저항(R)에 의한 
모멘트가 부가되어 항주 자세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힘들과 
모멘트는 다음과 같은 전진방향, 상하방향 그리고 모멘트에 대한 
평형 관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cos   (1)

    si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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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3)

여기서 t는 추력감소계수이며 LCG′, LCB′, LCL′, LCT′는 각
각의 힘과 모멘트 중심까지의 거리이고 θ는 트림각(trim angle)
이다. 

Fig. 1 Force diagram in running condition
본 연구에서는 공기저항을 무시한 전진 방향의 힘 성분들에 

의한 자세 변화가 크지 않고, 추진력에 의한 상방향 성분도 자세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수직 방향 성분인 W, B, L의 
평형관계를 이용하여 흘수 및 트림 변화로 항주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동역학적 힘인 부양력을 수치 계산으로 얻
어 내었다.

2.2 수치 해석을 이용한 부양력 계산
고속 활주선은 선속이 빠르고, 조파 현상에 의한 유체력이 대

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상 유체로 가정한 포텐셜(potential) 
유동에 대한 수치 해석으로 항주 자세를 찾아내었으며, 전반적인 
수치 계산 기법은 Dawson (1977)이 제안한 방법을 따르고 있다
(Kim, et al., 2000).

항주 자세는 정지 중 배수량과 같은 크기인 선체중량(W)과 정
적 유체력인 부력(B), 동적 유체력인 부양력(L) 등 세 힘에 의해 
결정 된다는 가정 하에, 부양력(L)을 수치계산을 이용하여 계산
해 내었다.

수치 계산을 통해 선체 표면상의 각 패널에 작용하는 유체동
압(dynamic pressure, Cpd)항 뿐만 아니라 유체 정압력(static 
pressure, Cps)항이 포함된 압력(CP) 값이 무차원화 되어 나온다. 
각 패널에서 계산된 압력 계수들을 각각 전진방향과 상방향 성분
을 적분하여 조파저항 계수(CW)와 선체를 부양시키는 유체동역
학적인 힘, 즉, 부양력(Lift)을 무차원화 한 부양력계수(CL)를 얻
을 수 있다. 이를 수식화하면 식(4),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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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Ai는 각 패널의 면적이다. 위의 두 값은 각 패널에 작
용하는 압력 계수들을 각각의 패널의 전체 면적에 대한 yz평면과 
xy평면의 투영면적 비율만큼 분리한 후 적분한 값으로 방향 성분 
별 값이 된다. 각 패널의 전체 면적과 xy평면의 투영면적을 구하

면 패널에 작용하는 압력의 상하 수직방향 성분으로 CL을 구할 
수 있으며, 부양력(L)은 식(6)과 같이 차원화 되어 진다.

  


  (6)

여기서 U는 배의 속도, S는 선체 표면 중 침수된 면적이다. 
또한, 식(7)의 일차모멘트 계산식으로  모멘트 평형 식에 사용

될 길이 방향의 부양력중심(LCL′)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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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 항주 자세 추정 방법 개발
저속 대형 선박의 경우와 같이 자세변화가 작을 때 트림 중심

을 부면심에 두는 것과 달리 고속 활주선은 자세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선체에 작용하는 힘들 중 가장 큰 힘이 작용하는 중량 중
심(CG)에서 트림 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고속선의 
경우에 Fig.2와 식 (8)로 나타낼 수 있다.

Fig. 2 Force diagram in a large variation 

×′  ×′   (8)

항주 자세는 부양력(L)과 부양력 중심(LCL′)을 이용한 흘수 변
화와 종방향 트림 모멘트 변화를 통해 찾아내었고, Fig. 3은 자
세 추정 방법에 대한 계산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본 자세 추정 방법은 선박이 최초 정지 상태에서 선체의 중량
과 부력이 동일한 크기로 길이 방향으로 동일한 수직선상에 작용
하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 경우는 부양력이 존재하지 않
으므로 상하방향 힘의 균형이 식(9)와 (10)에 해당하게 된다.

      (9)
×  × (10)

이때는 설계되어진 선수, 선미 흘수로 자세가 이루어지게 되
며, 길이방향의 무게중심(LCG, Longitudinal Center of Gravity)
은 설계 흘수에서의 길이방향의 부력중심(LCB, Longitudinal 
Center of Buoyancy)과 일치하게 된다. 이 자세에서 전진 속도 



상태에 대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면 선체를 부양시키려는 유체 동
역학적 힘인 부양력이 발생한다. 먼저 앞서 정리한 부양력 계산
식으로 L을 계산한다. 이렇게 구한 L을 정역학적인 힘으로 간주
하여 B와 W의 평형식인 식(9)에 대입하면 평형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식은 (11)과 같다.

Fig. 3 Procedure of planing attitude prediction

 ≠    (11)

발생한 L의 크기만큼 B에서 L이 줄어든 B'에 해당하는 만큼에 
배수용적을 흘수 조정으로 찾아낸고, 이러한 세 힘은 그 작용점
이 각각 달라 트림모멘트가 작용하고 식 (12)의 모멘트 평형식으
로 B'로 조정 된 흘수에서 선체를 트림시켜 준다.

 ×    ×                     (12)
이렇게 찾아낸 자세는 트림을 시켜 줌으로서 L에 의하여 변화된 

B'의 크기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다시 한 번 흘수를 조정하여 B'에 
맞는 흘수를 찾아낸다. 다시 조정된 흘수에서 모멘트 평형이 깨지
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트림 조정을 해준다. 이러한 계산의 반
복으로 첫 항주 자세를 찾아내었다. 이러한 새로운 흘수와 자세를 
갖는 선체는 최초 정지 상태의 수치계산과 값이 다른 부양력이 발
생하므로 두 번째 수치계산을 수행하여 새로운 부양력을 계산해 낸
다. 부양력이 계산되면 마찬가지로 흘수와 트림을 이용하여 발생한 
부양력에 맞는 항주 자세를 찾아내었다. 이와 같은 계산을 반복적
으로 수행하여 각 단계에서 계산된 부양력 L과 부력 B의 합이 선체 
중량과 같아질 때 최종적으로 그 항주 자세가 수렴된 것으로 판별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7번 정도의 반복계산을 거치면 수
렴된 항주 자세를 얻을 수 있었다.

3. 항주 자세 추정
3.1 대상 선형

본 연구에서는 예인 수조 모형 시험 결과가 있는 세 가지 선형

에 대해 수치 계산으로 항주 자세를 찾고 모형 시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사용된 선형들의 주요 제원은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선형의 형태는 Fig. 4와 같이 정면도(body plan)로 보였다.

Athena 150T Eco28
LBP (m) 46.9 35.0 8.534
B (m) 6.25 7.0 2.83
T (m) 1.51 1.7 0.46

Displacement Volume (m3) 213.0 230.3 3.691
Wetted Surface Area (m2) 287.7 260.5 19.159

Design Speed (m/s) 10.29 12.86 12.86
Fn 0.48 0.694 1.538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hull forms

(a) Athena

(b) 150T

(c) Eco28
Fig. 4 Body plans of hull forms

선체 표면에는 Fig. 5, 7,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길이 방향으
로 40개, 폭 방향으로 21개, 총 840개의 패널을 선체 표면에 분
포시켰다. 또한 자유 표면에 대한 계산 영역은 식 (13)과 같이 계
산되는 기본 파장을 기준으로 한 파장 이상이 수치 계산 영역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자유 표면 패널의 개수는 선체 표면의 패널
을 기준으로 밀집도가 연동되도록 결정하였다.




 

 

  (13)



Fig. 5 Panel distribution on the hull surface(Athena)

Fig. 6 Panel distribution on the free surface(Athena)

Fig. 7 Panel distribution on the hull surface(150T)

Fig. 8 Panel distribution on the free surface(150T)

Fig. 9 Panel distribution on the hull surface(Eco28)

Fig. 10 Panel distribution on the free surface(Eco28)

3.2 자세 추정 결과
반복적인 수치 해석 과정에서의  항주 자세를 추정한 결과로

서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11에는 Athena 
선형의 결과이며, Fig. 12에는 150T 선형, Fig. 13에는 Eco28 
선형의 각 속도별 수렴 과정을 보였다. 세 선형에 대해 공통적으
로 7회 이하의 반복 계산을 수행하면 수렴되어진 항주 자세를 찾
아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Convergence history of running attitude
     (Athena, Fn=0.48)

(a) Fn=0.555

(b) Fn=0.694

(c) Fn=0.888
Fig. 12 Convergence history of running attitude (150T) 

(a) Fn=0.8



(b) Fn=1.169

(c) Fn=1.539
Fig. 13 Convergence history of running attitude (Eco28)

150T 선형에 대한 계산 결과는 Fig. 14에, Fig.15에는 Eco28
의 계산 결과를 모형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표시하였다. 먼저, 
150T 선형에 대한 계산 결과에서 선수 흘수는 모형 시험보다 크
게 추정하고 선미 흘수는 약간 작게 추정하여, 전반적으로 선체
의 트림각을 작게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완전 활주선형에 해당하는 Eco28 선형에 대한 계산 결과에서
도 선수 흘수를 크게 추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두 선
형에 대한 계산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선수 흘수를 크게 즉, 선수 
부상을 작게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수 파계에 의한 
부양력이 충분히 모사되지 않은 것이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속으로 전진하는 선박의 선수부에서 발생한 파계는 선
체의 차인이나 너클(knuckle), 스프레이 스트립(spray strip)과 만
나면서 선수를 더욱 부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선형
화된 자유수면 경계조건을 사용한 본 수치 계산에서는 자유수면 
상부의 선체 형상을 계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선
수 부양력을 작게 추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Fig. 14 Running attitude (150T)

Fig. 15 Running attitude (Eco28)

4. 저항 추정
4.1 추정된 자세에 대한 점성유동 수치 해석

찾아낸 항주 자세에 대하여 지배방정식으로 RANS 방정식을 
사용하는 FLUENT 12.1.2를 사용해 각각의 모형선의 저항을 계
산하였다. 150T 선형의 모형은 1/12의 축적비로 제작되었으며 
Eco28 선형은 1/8.534의 축적비로 제작되었다. 두 선형의 설계 
속도를 기준으로 한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 생성한 격자 형상은 
150T 선형에 대한 격자를 Fig. 16과 Eco28 선형에 대한 것을 
Fig. 17에 나타내었다.

Fig. 16 Grid system for 150T

Fig. 17 Grid system for Eco28



4.2 점성유동 해석 결과
점성 유동장 해석 결과를 모형 시험과 비교하여 보았다. Fig. 

18은 150T 선형에 대한 계산 결과로서 모형시험에서 촬영된 선
체 주위 유동의 모습을 두 개의 속도에서 비교한 그림이다. 선수
에서 나타나는 쇄파 현상이 모형 시험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선미의 선저 유동이 정성적으로 잘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a) 20knots (Fn=0.555)

(b) 30knots (Fn=0.833)
Fig. 18 Comparison of generated wave between model 

test and VOF calculation (150T)
다음으로는 정량적인 비교로서 수치 계산으로 얻어낸 전저항

(CT) 값을 모형 시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모형 시험에서는  
ITTC 1957 마찰 저항(CF)과 나머지 잉여저항(CR)의 합으로 전저
항(CT)을 구하였으며, 계산으로 얻어진 전저항은 압력저항계수
(CP)와 마찰저항계수(CF)의 합이며, CP에는 조파저항(CW)과 점성
압력저항(CVP)성분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모형 시험의 잉여저
항(CR)과 등가하다고 생각하고 비교하여 보았다. 150T 선형과 
Eco28 선형의 계산되어진 저항값과 모형 시험값은 Table 2과 3
에 정리하였으며, Fig. 19에는 두 선형에 대한 속도별 저항(CT)
을 모형 시험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co28 선형에 대한 계산 결과는 모형시험 결과와 정량적으로
도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150T 선형의 경우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은 
모형 시험의 항주 자세와 수치 계산으로 추정한 항주 자세의 차
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CFD 계산 자체가 가지는 
정량적 정확성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50T 선형의 경우 Eco28 선형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Fig. 4와 계산결과를 살펴보면 Eco28 선형은 차
인의 위치가 WL 0.4~0.8m 흘수에 분포하며 항주 중에는 모든 
속도 구간에서 차인이 수면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150T 선
형의 경우 선체 측면에 위치한 차인이 WL1.0~2.0m 흘수에 분포
하고 있으며, 모든 속도 구간에서 차인이 물에 잠겨있는 상태임
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각을 가지는 하드 차인에 의한 
유동의 불연속 현상이 수치 계산 상에서도 정확히 모사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현재 사용한 수치 계산 프로그램의 한계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Fluent Cal. Exp. (KIOST)
Fn CP CV CT CRM CFM CTM

0.555 7.606 3.520 11.12
6

11.93
7 3.070 15.00

7
0.694 5.800 3.695 9.194 8.218 2.953 11.17

1
0.833 4.221 0.755 7.976 6.468 2.863 9.331
0.888 3.218 0.689 6.907 5.983 2.832 8.814

Table 2 Resistance coefficients (×103, 150T)

Fluent Cal. Exp.(RIMS/BNU)
Fn CP CV CT CRM CFM CTM

0.800 11.42
5 4.007 15.43

2
10.75

6 4.095
14.85

1
8.528 12.62

3
1.169 7.255 1.731 8.986 3.668 3.797 7.465

2.691 6.488
1.538 1.851 2.981 4.832 1.481 3.601 5.082

n/a

Table 3 Resistance coefficients (×103, Eco28)

Fig. 19 Comparison of the total resistance coefficients 
from model tests and calculations

4.2 OpenFOAM을 이용한 점성유동 해석
OpenFOAM은 압축성, 비압축성 유동, 다상유동,연소 등등 다



양한 유동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를 사
용하고 있어 누구나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전산유체역학 
코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개코드를 이용하여 상용코드와의 비교
로 OpenFOAM의 효용성을 평가해보고 향후 상용프로그램에서 
나온 정량적인 한계를 코드를 수정하여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위한 초석으로 삼았다. 

활주선과 같은 복잡한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OpenFOAM 
안의 VOF법을 사용하고 비정상상태의 2개의 비압축성 유체를 시
뮬레이션하기 위한 솔버인 interFoam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OpenFOAM은 격자에서부터 후처리 프로그램 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그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활주선의 경우와 같
이 복잡한 유동의 해석을 위해서는 격자의 질을 높여주고, 알맞
은 경계조건의 설정이 있어야 의미 있는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5. 결론
고속 활주선의 경우는 배수량, 즉 부력 외에도 항주 시 발생하

는 부양력이 선체 중량의 상당 비율을 지지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양력을 수치 계산으로 추정해 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고속 활주선의 경우 레이놀즈수가 비교적 크므로 점성의 영향
이 작다고 가정하여 이상 유체로 가정한 포텐셜 유동 수치 해석
으로 유체 동역학적 힘인 부양력을 계산해 내고, 이를 정지 중 
부력과 선체 중량과의 균형과 트림 모멘트 평형 관계에 반영하여 
항주 자세를 계산해 내었다. 즉, 발생되어진 부양력에 의해 깨지
게 되는 정역학적 힘들과 모멘트의 균형을 배수량 보정, 즉 새로
운 흘수로의 자세 변형을 통해 맞추어 주는 방법으로 항주 자세
를 찾아내었으며,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수렴되어진 항주 자세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계산에 선형화된 자유수면 경계 조건을 사용한 이
유로 자세 추정에 대한 정량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정되어진 항주 자세를 점성 유동 계산에 적용하여 저항 계
산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모형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하
드차인이 수면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 정량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고속 활주선형의 경우와 같이 하드차인 자체가 수면 위
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유용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일반적인 고속 선박의 저항을 구하기 위한 수치 계산의 정
량적인 신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차인을 가지는 선체에 대한 유
동 해석 기법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소스가 공개된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인 OpenFOAM을 이용하여 향후 코드를 
개선할 예정이며, 개발한 코드를 이용하여 정확한 정항성능의 평
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고안되어진 항주 자세 추정 기법은 초기에 선형

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되며, 점성 유동 계산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보다 정확한 점
성 유동 계산을 위해서 고속 활주선에 적합한 코드의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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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을 고려한 3차원 요트세일 주위의 유동특성에 대한 
수치적 해석

박미연(서울대학교), 이희범(서울대학교), 이신형(서울대학교)

Numerical Analysis of Flow Characteristics on 3-D Yacht Sails with deformation
Mi-yeon Park, Hee-bum Lee, Shin-Hyung Rhee(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Yacht sails are made out of thin fiber so their shape is deformed by wind pressure. This deformation makes a change to the flow and fluid force (side force, driving force) around the sails and it changes the attitude of the yacht. These changes affect resistance of the hull. As a result of the force(resistance, side force, driving force) changes, yacht velocity is not the same as the initial velocity, anymore.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variations of the sail shape when performance analysis on yacht sails is studied. In the present study,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analysis is used to consider sail's deformation and fluid force on the mutation. Moving mesh method is also studied. Sails are deformed using fluide-structure interaction(FSI) and mesh deformation, so the results show the changes of the sail shape, pressure distribution, separation, vortex, 

Lift and Drag on the sails. 

Keywords :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유체-구조 연성), Yacht sail(요트 세일), Moving mesh techniques(격자 변형 기법) 

1. 서 론
일반 상선이 프로펠러로부터 추진력을 얻는 것에 비해, 세일

링 요트는 세일에 작용하는 바람에 의해 추진력을 얻는다. 요트
는 세일의 형상에 따라 성능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며, 그
에 따라 요트의 속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바람을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세일의 유체역학적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세일의 성능 해석은 그 동안 풍동 실험이나 전산유
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코드를 사용한 수
치계산에 의해 수행 되어져 왔다. 요트 세일은 대부분 얇은 직물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풍압에 의한 세일 형상의 변형이 발생하며 
이 변형은 세일 주위 유동과 유체력을 바꾸게 되고 이로 인해 선
체 자세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는 저항을 포함한 항해성능에 영
향을 끼치게 되므로 세일의 변형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세일의 변형을 고려하는 것은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는데, Trimarch et al. (2009)가 유한
요소법(FEM)을 사용하여 세일 변형을 한 후, 경계요소법(BEM)
을 사용하여 세일 주위 유동을 해석하는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Park et al. (2011)은 캠버가 없는 단순한 형태
의 세일의 변형을 고려하기 위해 강한연성기법 (Strongly 

Coupled Staggered Approach)으로 유한 요소법을 적용하였으
며, 세일의 경계조건을 달리하여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마스트와 집세일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Lee et al. (2011)은 30피트급 요트세일의 2차원 
단면의 변형을 고려하기 위해 격자 변형 기법을 사용하여 유체-
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한 바 있으나 2차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인세일(Main Sail)과 집세일(Jib Sail), 마
스트(Mast)가 모두 있는 슬루프(Sloop)형 30피트급 요트 세일의 
3차원 변형과 그 주위 유동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유체-구조 연
성 기법을 적용하였다. 3차원 세일의 변형으로 인한 주위 유동 
특성과 메인세일과 집세일, 마스트간의 상호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세일의 변형으로 인해 양력과 항력의 양은 어떻게 변화하
게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해석결과, 세일의 변형에 의한 주위 유
동 특성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요트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세일의 양력과 항력에도 변화가 있었으므
로 3차원 요트 세일 해석 시 유체-구조 연성 해석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수치 해석 기법
2.1 유체-구조 연성 기법

본 연구에서는 유체-구조 연성 기법으로 분할기법 중 강한 연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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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법을 사용하였다. FSI 문제를 풀기위한 기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집적(monolithic) 기법과 분할(seperated) 기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집적(monolithic) 기법은 3D와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전제조건들이 제공되어야 하는 데다 메모리(memory)를 
많이 사용하고 계산시간 또한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에 분할(separated)기법은 적절한 반복수 하에서 수렴할 뿐 아니
라, 연성이 가능하고 집적(monolithic) 기법 보다 시간도 덜 걸린
다는 장점이 있다(Heil et al. 2008).분할기법은 또다시 약한 연
성 기법(Loosely-Coupled Staggered Approach) 과 강한 연성 
기법(Strongly-Coupled Staggered Approach)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성(Coupling)이란 매 시간 단계마다 모든 물리적 결과들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약한 연성 기법(Loosely-Coupled 
Staggered Approach)은 유체영역과 구조영역이 시간에 맞춰 나
아가기 때문에 유체와 구조의 결과 사이에는 항상 시간상 차이가 
존재한다(Jean-Marc et al. 2006). 강한 연성 기법
(Strongly-Coupled Staggered Approach)은 유체와 구조영역에
서 동시에 얻어지는 해가 있을 때까지 매 시간단위에 유체와 구
조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Jean-Marc et al. 2006) 즉, 한 시
간 단계 동안 유체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양방향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유체-구조 연성문제
에 적용 가능하다.(Lee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한 
연성 기법(Strongly-Coupled Staggered Approach)을 사용하였
다. 강한 연성기법은 Fig. 1과 같은 순서로 우선, 유동영역과 구
조영역을 각각 계산하고 유동영역계산으로 얻은 힘과 구조영역 
계산으로 얻은 구조물의 변형을 서로 교환한다. 이러한 작업은 
힘과 변형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되고 수렴을 하면 다음 시간 단
계로 넘어간다.

Fig. 1 Strongly-coupled staggered approach

2.2 지배 방정식 및 이산화 방법

구조체의 변형과 유동장의 해석을 위하여 상용 프로그램인 
ANSYS와 CFX v13.0 을 사용하였다. 구조체 변형의 경우 
FEM(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는데, 지배방정식은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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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응력은 응력-변형 법칙(stress-strain law)을 만족해야
하고 변형은 변형-변위 관계(strain-displacement relationship)
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실제 변위는 주어진 경계조건을 만족해야하고 가상의 변
위는 규정된 실제 변화된 위치에서 0의 값을 가져야한다.  Ω 은 
고려한 강체의 부피를 의미하며,  Γ 는 traction-loaded surface
를 의미한다.

비압축성 유동장의 경우 그 지배 방정식은 연속방정식 (2)와 
운동량방정식인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
식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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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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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식 (6)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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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식 (6)의 난류 운동 에너지 k와 난류 운동에너지 당 소
산율ε과의 관계는 식 (7)과 (8)를 풀어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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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상수 계수 이며    는 평균변형 속
도(mean strain rate)를 의미한다. 지배방정식의 대류항은 2차 정
도를 가지는 상류 차분 도식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으며 확산항 
역시 2차 정도를 가지는 중앙차분법을 사용 하였다. 시간항은 1
차 정도를 가지는 내재적 오일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난류 모델
로는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3. 요트 세일 주위의 유동 해석
3.1 요트 세일의 정의 및 계산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일은 30ft 급 요트인 KORDY 30의 세일
로서 집세일(jib sail)과 메인세일(main sail) 그리고 마스트(mast)
로 이루어진 슬루프(sloop)형 요트이다.

Fig. 2 Sail system of KORDY30

main sail 의 총 길이 L2는 11.41m이고 총 폭 W2는 4.41m 
이며, 두께는 5x10-4m이다. Jib sail 의 총 길이 L1은 9.68m이고 
총 폭은 3.294m 이며, 두께는 5x10-4m이다. 세일의 재질은 
kevlar 섬유로서 밀도는 1.44 x 103kg/m3이고 포와송 비는 0.36, 
kevlar섬유의 영률은 83 MPa 의 값을 사용하였다. 지지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인세일의 sail-mast 고정부 및 sail clew를 고정
시키고, 집세일의 forestay와 luff-foot 연결부를 고정시켰다. 계
산영역은 Fig. 5에서와 같이 사다리꼴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가
로 길이는 75m, 세로길이는 18m와 88m이며, 높이는 15.19m를 
가지고 있다. 유동장 해석을 위한 유동계산 영역은 112만 3,667

개 셀의 구조격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일의 변형을 위한 구조
격자는 메인 세일(Main Sail)에 12,728개, 집세일(Jib Sail)에 
14,603개의 셀을 사용하였다. 유입경계면은 앞면, 왼쪽면, 오른
쪽면으로 속도와 압력이 일정한 Dirichlet type의 경계 조건을 사
용하였고 유출경계면은 뒷면으로 속도와 압력이 부드럽게 변하
는 Neumann type의 경계 조건을 사용하였다. 세일에 입사되는 
유동은 20도의 각도로 들어오는 공기이며 속도는 20knot를 사용
하였다. 공기의 밀도와 점성계수는 각각 1.185kg/m3과 1.831 x 
10-5Pa∙s의 값을 사용하였다.

Fig. 3 Grid of the Yacht sail for the structural analysis

Fig. 4 generated grid system(a)



Fig. 4 generated grid system(a)

Fig. 5 Domain and grid of the yacht sail system

3.2 3차원 슬루프형 요트세일의 변형
3.2.1 메인 세일의 변형

sail-mast 고정부 및 sail clew 에 대해서 고정시킨 메인 세일
의 변형을 Fig. 6에 나타내었다. 마스트 높이를 기준으로 세일 
높이방향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Fig. 6 Camber line of the undeformed and deformed main 
sail

Fig. 7-10에는 변형 전, 후 메인세일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분
포 및 유선이 나타나 있다. Fig. 7을 보면 windward side의 경우 
압력분포가 가운데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마스트와 접
하는 부분에서 유동박리에 의한 와류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에서는 leeward side의 경우 압력분포가 세일 아래
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역시 마스트와 접하는 부분에
서 유동박리에 의한 와류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일 
foot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Fig. 9를 보면, 두 경우 모두 3차원 효
과로 인하여 세일 foot에서는 와류가 일어나며 변형 후에 와류가 
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메인세일 윗부분의 변형 전과 변형 후
인 Fig. 10을 보면, 변형 후에 와류가 약간 작아졌음을 알 수 있
다.

Fig. 7 Cp contour and limiting streamlines on the initial and 
the deformed jib sail (windward side)

Fig. 8 Cp contour and limiting streamlines on the initial and 
the deformed jib sail (leeward side) 



Fig. 9 Separation and vortex on the foot of the 
undeformed (left) and deformed (right) main sail

 

Fig. 10 Separation and vortex on 90% mast height of the 
undeformed (top) and deformed (bottom) main sail

마스트 높이를 기준으로 10%, 50%, 90% 3가지 지점에 대해 
메인세일의 형상 변화와 메인세일 주위 압력과의 관계를 Fig. 
11-13에 나타내었다. 마스트 길이를 기준으로 10% 지점 높이의 
메인세일 단면을 나타내는 Fig. 11은 sail foot 바로 윗부분으로
서, 전체적으로 양압과 음압의 차이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3차원 효과로 인한 와류 크기의 변화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마스트와 접하는 부근에서 양압과 음압의 차이가 작은 것
은 마스트로 인한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12에서는 음압이 초기에 잠깐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고 
또 다시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커짐을 볼 수 있다. 음압이 마스트 
근처에서 잠깐 커진 현상을 보이는 것은 메인세일 변형으로 인해 
와류가 줄어든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메인세일 상단부인 Fig. 
13에서는 전체적인 양압과 음압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이는 메인 세일의 압력면과 흡입면에서 유동박리로 
인한 와류현상이 두드러지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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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essure distribution region on 10% mast height of 
the main s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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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ressure distribution region on 50% mast height of 
the main s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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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ressure distribution region on 90% mast height of 
the main sail



3.2.2 집 세일의 변형
forestay와 luff-sail foot 연결부를 고정시킨 집세일의 변형을 

Fig. 14에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마스트 높이를 기준으로 세
일 높이 방향에 대한 단면의 변형이다.

Fig. 14 Camber line of the undeformed and deformed jib 
sail

Fig. 15-19에는 변형 전, 후 집세일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분
포 및 유선이 나타나 있다. Fig. 15,16을 보면 windward side의 
경우 압력분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좀 더 치우쳐지는 것을 
볼 수 있고, leeward side의 경우 압력분포의 모양이 변형 전과 
유사하지만 압력분포가 좀 더 넓게 펼쳐짐을 볼 수 있다

Fig. 15 Cp contour and limiting streamlines on the initial 
and the deformed main sail (windward side)

Fig. 16 Cp contour and limiting streamlines on the initial 
and the deformed main sail (leeward side)

Fig. 17을 보면, 집세일은 흡입면에서만 유동박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세일이 변형됨에 따라 유동박리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집세일 중간지점의 변형을 나타내는 Fig. 18을 보면, 변형 
후에 유동박리와 와류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집세일 상단부
인 Fig. 19에서 역시, 변형 후에 유동박리와 와류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Fig. 17 Separation and vortex on forestay of the 
undeformed (top) and deformed (bottom) jib sail



Fig. 18 Separation and vortex on 50% mast height of the 
undeformed (top) and deformed (bottom) jib sail

Fig. 19 Separation and vortex on 90% mast height of the 
undeformed (top) and deformed (bottom) jib sail

마스트 높이를 기준으로 10%, 50%, 70% 3가지 지점에 대해 
집세일의 형상 변화와 집세일 주위 압력과의 관계를 Fig. 20-22
에 나타내었다. 10% 지점 높이의 집세일 단면을 나타내는 Fig. 
20은 jib sail foot 바로 윗부분으로서, 전체적으로 양압과 음압의 
차이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Fig. 21역시 Fig. 20과 비슷한 양
상을 보인다. Fig. 22에서는 양압과 음압의 차이가 감소한 것이 
특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흡입면의 유동박리로 인한 와류의 
감소가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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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ressure distribution region on 10% mast height of 
the jib s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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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ressure distribution region on 50% mast height of 
the jib s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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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Pressure distribution region on 70% mast height of 
the jib sail



3.2.3 전체 세일 시스템의 변화
변형 전, 후 세일의 유체역학적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양력과 

항력계수를 비교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양력과 항력 모두 감소하
였는데, 전체 세일 시스템에서 6.63%의 양력이 감소하였고 항력
은 16.33% 감소하였다. 

Fig 23 Lift coefficient of the main sail and jib sail

Fig. 24 Drag coefficient of the main sail and jib sail

Fig. 25 Lift-to-Drag ratio of the main sail and jib sail
세일 성능을 나타내는 양항비는 9.22% 증가하였다. 변형된 

세일의 양력과 항력이 감소한 것은 세일 변형으로 인해 압력면과 
흡입면의 유동박리로 인한 와류의 감소와 마스트의 영향이 주요
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통하여 메인세일, 집세

일 그리고 마스트가 모두 있는 3차원 슬루프형 요트 세일의 변형
을 살펴보고 그 주위 유체역학적 특성을 조사해보았다. 3차원 세
일의 경우 요트 세일의 변형을 고려하면 세일 전체의 양력이 약 
6.63%의 감소를 보였으며, 항력 또한, 16.33%의 감소를 보여, 
항력비는 9.22%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세일의 변형을 고려함에 
따라 요트 세일 성능 해석의 결과가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다. 요트 세일의 양항력 변화는 요트 세일의 변형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요트의 자세를 변화시켜 추진 및 항해 성
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트 세일 해석을 수행할 경우 세일
의 변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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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소득증대에 따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낚시 등의 해양레저를 가족단위로 즐기기 위한 수요가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국내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레저보트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11년부터 2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관련 연구의 성과물인 ISO12215-5에 따른 구조계산프로그램 및 건조영상매뉴
얼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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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Topside 폭발․화재 사고 경감을 위한 가스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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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Design of Gas Detection system for Accident Reduction 
in  Offshore Platform Topside

So-Young Bae, Gyu-Hong Kang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Jung-Kwan Seo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화학 공정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사고 중 폭발 화재에 대한 70%가 탄화수소가스에 대한 사고이다. 현재 

Topside에 설치된 많은 가스 감지기들은 경험적으로 설치되어있으며, Risk level 제어수준이 50%에 미치지 못한다. 
1988년 북해에서 발생한 Piper Alpha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해양구조물 및 FPSO의 화재 및 
폭발에 대한 구조물의 위험도 평가 (Risk assessment)와 제반 안전 규정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특히, 해양플랜트의 
Topsides는 설계 목적상 가스 확산 및 화재 폭발에 대한 사고가 항시 노출되고, 이러한 폭발 및 화재의 발생 빈도 
(Frequency) 및 피해 (Consequence)를 정량적으로 예측 및 계산할 수 있는 위험도 평가 기법 및 안전시스템 (Safety 
system)의 설계가 필요하다. 해양플랜트 설비에서의 안전시스템에는 크게 능동적 시스템 (Active safety system)과 수동적 
시스템 (PSS: Passive safety system)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능동적 안전 시스템은 사고 발생 전에 작동하여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으로 사고의 빈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폭발 사고에서의 ASS는 점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비들이 대부분이며 예로서는 Gas detector, Temperature sensor-transmitter 같은 것들이 있다. PSS는 사고 자체의 
빈도를 줄이진 못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를 낮춤으로서 사고 발생 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ASS의 장비들은 
비교적 높은 단가로 Risk를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 및 제어시스템 등에 관련한 고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ASS 장비 중 대표적인 장비인 가스감지기 시스템을 대상으로 감지기 최적화 위치 선정 
기술개발과 더불어 가스 감지 성능 개선 및 해양플랜트 안전시스템의 제어기술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관련 
연구를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현재 해양플랜트에 설치되고 있는 가스 감지기에 대한 특성조사와 연구동향 
그리고 가스 감지 및 제어, 통제시스템의 기술 개발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향후 다양한 가스감지기 
설치 및 위치 최적화 기술개발에 향후 관련기술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 활용될 것이다.
Keywords: Gas detector (가스 감지기), Risk assessment (위험도 평가), Fire and explosion (화재 및 폭발), Offshore 
installation(해양플랜트 설비)

1. 서 론
선박의 사고는 충돌, 좌초, 화재·폭발 등 다양한 사고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해양플랜트설비에서의 가장 큰 사고는 
공정설비 등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탄화수소에 의한 화재와 
폭발 사고이다. Fig.1은 선박과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발생 빈도에 대해 나타내었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사고 사례 대응
해양플랜트 명 위치 날짜 인명·재산 손실
Pipe Alpha호 영국 

북해
1988년 
7월 6일

167명 사망, 
14억$(US)

Deep-water 
Horizon호

멕시코
만

2010년 
4월 
20일

11명 사망, 
30~50억$(US)

버밀리언 380호 버밀리
언 만

2010년 
9월 2일

1명 부상, 
13명 탈출

Fig. 1 Hazard of ships and offshore platforms

대표적인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 사고로 1988년 7월 
6일에 영국 북해에서 발생한 Piper Alpha호 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로 167명이 사망, 14억$(US)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 사고를 계기로 모든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은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고 위험도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이 규정화가 
되었다. 

Fig. 2 Example of fire and explosion in offshore platforms

Table 1 Case of fire and explosion in offshore platforms

이외에도 다수의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0년 4월 20일 멕시코 만에서 Deep-water 
Horizon호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 등 
11명이 사망, 하루 최대 1만 9천배럴의 기름이 유출되어 
심각한 해양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30~50억$(US)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Table 1). 이러한 
사고들은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Fig.2). 주요 대형 사고에 대하여 Fig. 3과 
같이 세계적으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된 위치 (국가)와 
일시 그리고 원유 유출량 등에 대해 표시하였다. 한국에서 
발생되었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가 7위로 보고 되고 
있고 유출량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Fig. 3 World’s major oil spill

이들 사고는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특히 70% 이상을 차지하는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 Pipe Alpha호 폭발 및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산하 보건 안전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폭발 화재 시험연구소 (Health and Safety Laboratory)를 
설립되었고, 노르웨이에서도 정부산하 SINTEF에서 
노르웨이 화재시험 연구소 (Norwegian Fire Research 
Laboratory)를 설립하여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 위험도의 
정량적 평가관리 기술 및 관련 설계 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현재의 해양플랜트설비는 화재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고위험 물질인 탄화수소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시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해양플랜트에 설치되고 있는 가스감지기의 성능은 Risk 
Level도 50%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감지위치의 계측 
정밀도가  ±30%라 정밀한 감지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해양플랜트 공정설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가스 
누출의 속도와 위치, 바람의 영향 등으로 감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 
최적설계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연구단계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해양플랜트산업은 건조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주요 핵심 기자재 및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의 해양플랜트 분야의 안전시스템설계 및 
관련기자재의 국산화 측면에서 이러한 가스감지의 
최적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가 필요하다. 

2. 가스감지기 종류 및 특성 
해양플랜트 설비에서의 안전시스템에는 크게 능동적 



Fire detection
Division Category Features

Flame
detectors

Infra-red(IR) 
Flame 

detectors

Infra-red radiation 이 설치된 
주변에는 Sensitivity 감소 및 
효과적인 감지 거리 기능에 
장애를 얘기할 수 있음. 
따라서 설치 위치 선정에 
주의를 요함

Camera-based  
Flame 

detectors

식별 가능한 화염을 조건으로 
하고, 화재 발생 시 현재 진행 
사항 전달 가능함. 또한, 화재 
발생 시 카메라로 기록 
가능하여 사건의 상황을 
검토할 수 있음.

Combined IR or 
UV flame 

detectors and 
cameras

IR 감지기 및 UV 감지기와 
카메라를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감지 위치를 찾아 
카메라(CCTV)로 볼 수 있도록 
함. 이 원리는 해양플랜트에 
설치된 모든 감지기에 적용 
가능함.

Ultra-violet(UV) 
Flame 

detectors

수소화재를 감지 할 때 UV 
감지기의 사용을 의무화 
했었지만 최근에는 특정 
Infra-red flame 감지기도 수행 
가능함.

Combined 
UV/IR Flame 

detectors

UV와 IR을 한 Unit안에 설치한 
감지기를 의미하며 복합적인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며, 
불필요한 경보를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위치는 
코드 사양에 따라 결정됨.

Smoke
detectors

Point smoke 
detectors

고정된 위치에서만 감지 
가능하고, 챔버(Chamber)에 
접근하는 연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용이 
불가함. 사무실이나 복도, 
숙박시설 내에서는 사용 
가능함.

Aspiration 빠른 화재 감지 및 경보를 

시스템(Active safety system)과 수동적 시스템 (PSS : 
Passive safety system)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능동적 
안전 시스템은 사고 발생 전에 작동하여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으로 사고의 빈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폭발 사고에서의 ASS는 점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비들이 대부분이며 예로서는 Gas detector, Temperature 
sensor-transmitter 같은 것들이 있다. 

PSS는 사고 자체의 빈도를 줄이진 못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를 낮춤으로서 사고 발생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화재 시 차단하는 
방화벽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PSS보다 점화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시스템(ASS)의 필요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해양플랜트에 설치되고 있는 안전시스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Leak detection (Leak Det)
(2) Operator intervention (Man SD)
(3) Number of hot work hours (Hot Work)
(4) Maximum likely overpressure(Expl ovpr)
(5) Fire detection (Fire Det)
(6) Manual combatment of small fire (Man fifi)
(7) ESD operation (ESDfail)
(8) Fire water unavailability (Fwfail)
(9) Escalation by neighbouring equipment (Eqm esc)
(10) Time to structural collapse (Str colps)

Fig. 4 Overall sensitivity results

Fig. 4는 각 안전시스템 별 재료손상과 연이어 발생 
가능한 사고가 Risk level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가스감지시스템은 탄화수소와 같은 폭발성 가스를 
사전에 감지하여 경보 및 안전 차단 등의 조치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가스누설의 위험장소에 설치되어 상시 감시하며 가스 누출 
시 즉각적인 감지로 경보음 및 경고 등으로 알려주며 

누설된 가스의 양을 표시해준다.  
Table 2는 Bsc et al. (2009)에서 언급한 화재 감지기, 

가스감지기, 누출감지기에 대해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화재 감지기 종류로는 화염 감지기,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 감지기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2 Kind of detector for fire and gas leak



smoke 
detectors

제공함. 전력을 필요로 하고 
안전한 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함.

Camera-based 
smoke 

detectors

연기의 특정 모양을 관찰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빛을 제공해야 함

Heat
detection

Point heat 
detection

특정 위치에서의 온도를 
감지하며, 설정한 온도에서의 
변화를 A1,A2,B,C,D,E,F and 
G types으로 분류함.

Linear heat 
detection

장치의 길이에 따라 열을 
감지하고, 특정 시험에서 실제 
온도를 관찰하여 알리는 
정교한 시스템이 특징임.

Gas detection

Gas
detection

Combustible gas 
detection

탄화수소와 같은 가연성 
가스를 감지함.

Toxic gas 
detection 독성가스를 감지함.

Oxygen depletion 
detection

다른 가스 감지기와는 
다르게 설정된 산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 
경보함.

Leak detection

Leak
detection

Point leak 
detectors

누출감지기는 화재나 가스 
감지기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로 
관리나 유지 보수 시설로 
취급함.
이 감지기는 누출되는 
소리와 초음파 주파수로 
가스누출을 감지함.
또한, 감지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프로세스 가스누출과 
사고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줌.

Camera-based 
leak monitoring 

systems

누출이 되고 있는 장소를 
컴퓨터로 나타내고 사진 및 
동영상 기능을 제공함.
다른 감지 시스템보다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음.

가스감지기를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출 감도가 높아야 함.
(2) 가스농도의 감지 정도가 높아야 함.
(3) 선택성이 좋아야 함.
(4) 응답속도가 빨라야 함.

(5) 반복감지가 가능하여야 함.
(6)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7) 장시간 안정된 감도를 유지하여야 함.
(8) 기종에 따라 방폭 제품을 설치해야 함.
(9) 감지기의 측정원리가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3. 가스감지기 설치 최적화 시스템 
기술 분석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시뮬레이션 기반 위험도 평가 
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위험 파라메터를 고려한 확률론적 
(Probabilistic) 사고 시나리오 선정기술이 선진외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정론적 
(Deterministic) 사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고위험사고 
시나리오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고 시험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반영한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 기술의 
경우에는 선진국외에서 제한적인 실증시험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시험평가 결과의 
반영 없이 확정론적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에 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단계이다. 

Fig. 5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in the field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status and 
prospects

따라서, 모든 발생가능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론적 기법,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 그리고 시험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관리” (Fully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기술이 확립이 필요하다.  
Fig. 5는 위험도평가관리 기술에 대한 국내와 국외의 
과거와 미래 기술수준에 대해 정리하였다.

화학공정플랜트에서의 응답특성에 관련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 
사항 시 응답 절차를 사전에 미리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Miyata et al., 2011). Atmospheric dispersion 
modeling tools를 각 플랜트 조건에 대해 응용하여 
가스감지기의 위치를 최적화하는 절차를 소개하였다. 
위험도 해석 기반에서 Frequency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전 
사고 기록(Historical incident data)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Consequence는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와 Blast 
pressure prediction models, Simulation software로 
평가한다 

가스감지 위치선정기술분야는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설계를 기반으로 
감지기 개수를 결정법을 소개하였다 (Deshotels et al., 
2008). 가연성 가스 감지기는 자동으로 경고에 의해 절연 
및 안전 환기를 시작으로 심각한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가스 누출을 사전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정 조건, 화학 성분, 
잠재적 누출 위치, 배관 설계 기준, 공장 장비 및 구조의 
배열, 절연 및 감압 시스템의 설계 및 검출기 테스트의 
주파수를 포함한다. 가연성 가스 구름의 크기가 가스감지 
시스템에 영향을 주며, 감지기의 최적 간격을 확인하려면, 
검출기가 어떤 주어진 시간에 실패하고 교체해야 하거나 
수리, 작동 불능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가연성 가스 감지기에 대한 정확한 간격의 안전 설계 
5단계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1) 가연성 가스 및 액체의 누출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과 가능성을 감소하기 위해 플랜트의 설계 
사례를 적용.

(2) 가스감지기 설계를 위해 누출빈도를 정의.
(3) 폭발 경로에 있는 장비가 견딜 수 있는 폭발 압력 

(Blast pressure)을 정의.
(4) 가스 구름의 크기를 결정하고 반드시 시설이 

감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지.
(5) 가스감지기가 설계 시에 설정한 가스 구름을 

감지를 위한 감지기의 개수를 선정함. 감지기의 
위치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비정상 반응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감지기 및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함. 또한, 위험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개수를 결정하여 설계해야 함.

최근 국제적인 기술적인 동향에 따라 모든 발생가능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론적 기법,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 
그리고 시험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가스감지기시스템 
최적설계 모델링 기법과 가스감지의 위험도 수준 
(Detector Risk Index, DRI)을 정의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제안되었다 (Seo et al. ,2012). 

Fig. 6 Flowchart of gas detector location method

본 기술은 최적화된 가스감지기 위치 선정에 Fig. 6과 
같이 화재와 폭발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선정, 시나리오 
샘플링기술, 가스확산 해석기술, 최적화된 가스감지기 
위치선정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설비의 
가스 감지기 최적설계기법을 제안하였고, Fig. 7 은 제안된 
최적설계기법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재 시나리오를 
통한 해석 예로 해당 공정설비를 2차원적으로 모델링하여 
각각의 격자면적 별로 위험을 감시위험수준 (DRI)을 
계산하고 최적의 위치에 감지기를 설치법을 도시하였다. 

Fig. 7 Distribution of the optimal locations of gas 
detectors in the simulated scenarios

4. 결 론
육상 및 해양플랜트공정설비의 안전시스템 종류 및 

현재 국내 기술 수준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탄화수소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심각성으로 가스 감지기 종류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양플랜트의 
Risk level 개선과 설치비용 절감효과를 위해 가스감지기 



설치위치 최적화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많은 피해를 초래했던 해양플랜트 화재 및 폭발 
사건으로 인해 해양플랜트 설비에 위험도 기반 설계가 
의무화 되었지만, 해양플랜트용 가스감지 시스템에 대한 
적용이 아직 미흡할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폭발 
화재 발생 가능 시나리오 분석 및 처리 기술, 위험도 기반 
최적 감지기 위치 선정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Topside에 설치되는 가스 
감지기 성능 개선도 필요하다. 계측 가능한 매질을 
오일까지 확대하고, 위험을 100% 제어 가능하게 하며, 
감지 위치 계측 정밀도를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가스감지기가 가스 및 화재 탐지 후 자동적으로 위험 
요소를 통제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S/W 개발이 필요하며, 
센서 네트워크 기반 폭발, 화재 방지 제어장치 및 Test, 
평가, 진단에 필요한 시험, 평가 기술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연성 인화물질의 종류, 
누출 형태, 누출량, 기하학적 특성, 바람 등의 해양환경을 
고려한 해석모델링도 개발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험도 기반 설계를 해석하기 위해선 HAZID를 
이용하여 가스 감지기에 영향을 주는 각 파라메터 (Wind 
direction, speed and etc.)에 따른 폭발, 화재 발생 가능 
시나리오 분석 및 확률론적 시나리오 처리 알고리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LFL(Level Flammable Level)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같은 수의 가스감지기 
설치라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해양플랜트의 사고 
위험률을 감소시키고 가스 감지율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앞선 기술 개발을 통해 IT-해양플랜트 융합으로 신산업 
창출에 따른 매출 증가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해양플랜트 안전 시스템 제어 및 통제 기술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위험도 기반 설계를 바탕으로 
확률론적 시나리오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 가스감지기 
위치를 최적화하여 효율적 설치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기술개발로 공정 개선 및 설치비용 절감 기대효과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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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수치해석 비교를 통한 Flare system 차폐막 노즐의
열 차감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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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igation on Heat Reduction Effect of Nozzle used for Flare 
System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Test and CFD simulation

Sung In Park, Jeong Hwan Kim, MD. Shafiqul Islam, Dong Hun Lee, Jung Kwan Seo, Bong Ju Kim,
Jeom Kee Paik and Tae Uk Heo

요 약
Flare system은 다양한 해양플랜트 설비에서 해저 원유 시추 시 발생하는 불용성 가스 및 오일을 연소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고 열원을 차폐막으로 억제하여 선체, 장비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다. 기존 Flare system에 사용되는 
노즐들은 대부분 수입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노즐의 배치 및 구성이 적절하지 못해 열차폐 성능의 저하, 많은 수의 
단품 노즐 구성으로 인한 원가상승, 높은 중량으로 인한 처짐과 이에 따른 보강구조 설치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를 이용한 비교 및 검증을 수행하여 기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발 된 Flare system 용 노즐의 열 차감 효과를 알아보았다. 화재 전용 CFD tool인 Kameleon 
FireEX(KFX)를 사용하여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기존에 수행 된 화재 및 차폐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CFD 해석 기법이 정립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립 된 해석 기법은 다양한 형태의 차폐막 노즐 설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제작되어 사용 될 노즐 성능에 대한 신뢰도 있는 해석 결과는 추후 CFD를 이용한 화재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Keywords: Flare system, Offshore installations, Heat flux, Water spray, Nozzle, Computational fluid dynamic(CFD), Kameleon FireEX(KFX)

1. 서 론
인류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속적인 해양 자원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왔으며, 
이에 따라 자원 시추를 위한 해양플랜트 구조물 건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Flare system은 시추작업을 
행하는 모든 해양플랜트 설비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해저 
원유 시추 시 발생하는 불용성 가스 및 오일을 연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Flare system은 연소 작업 중 
필연적으로 고온의 열원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한 선체 
장비 및 인명 보호를 위해 차폐막 설비가 이용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는 Flare system 차폐막 노즐은 대부분 외국 
선진사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배치가 적절하지 못해 

열 차폐 성능 저하, 많은 수의 구성으로 인한 원가 상승 
및 중량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품의 국산화를 위해 개발 된 Flare system 차폐막 용 
노즐(SEBO Tech Co., Ltd.)의 열 차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화재 전용 CFD tool인 
KFX(Vembe, et al., 2001, 2010)를 이용한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화재 
및 차폐막 관련 수행 된 연구 자료와의 비교/검증을 통한 
기법 정립이 이뤄졌으며, 검증 된 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와의 비교가 이뤄졌다. 해당 연구를 통해 차폐막 
설비의 화재 경감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이에 관한 신뢰도 
높은 수치해석 해석 모델 개발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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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Passive fire protection(PFP) 등을 포함한, CFD를 
이용한 종합적인 화재 위험도 관리 방안에 접근하고자 
한다.

2. CFD 해석 기법
2.1 화재 수치해석 모델 개발

컴퓨터를 이용한 현상 해석은 관련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사용법에 따라서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CFD 해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델링 기법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KFX는 
노르웨이의 ComputIT에서 개발 한 화재 전용 CFD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실제 실험과의 비교 및 검증을 
통해 그 유효성을 입증해왔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Jet 화재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선체구조역학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한 화재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인한 바 있다(Paik, et al., 
2010).

A-5

A-6

A-7

A-8

A-1

A-2

A-3

A-4

0 300 600 900 1200 Temperature(K)

CFD(KFX)
CFD(CFX)
Test (Concrete)
Test (Steel outside)
Test (Steel inside)

CFD
Test
Test
Test

1
2

3

5
4 6

7

8
1

2

3

5
4 6

7

8

Measurement points

AABB BB CCCC

200mm x 4200mm x 4

Fire Fire 
directiondirection

1140mm1140mm

Fig. 1 Jet fire validation results between the test and CFD 
simulation(Paik & Czujko, 2010)

2.2 차폐막 효과 신뢰성 검증

화재 경감 대책 중 널리 이용되는 Active fire protection 
방법 중 하나인 Spray system은 다양한 관련 연구를 통해 
그 화재 경감 효과를 검증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CFD 
해석 또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KFX는 자체적인 Spray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실험과의 
비교를 통한 검증 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내 Pool 화재에 대한 차폐막 화재 경감 효과 
실험을 토대로 작성 된 선행 논문 자료와의 CFD 해석 

결과 비교를 통해 KFX spray system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Gupta, et al., 2013).

2.2.1 실험 절차 및 결과

앞서 언급 된 논문은 실내 Pool 화재에 대한 Water mist 
system 적용 실험의 다양한 결과를 제시한다. Fig. 2는 
실험에 사용 된 챔버 등 대략적인 시험 구성을 보여주며 
Fig. 3(a)는 온도 측정을 위한 Thermocouple 위치를, Fig. 
3(b)는 실험에 사용 된 Spray nozzle의 위치 및 분사 
각도를 나타낸다.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Gupta, et al., 2013)

Fig. 3 Experimental arrangement in test chamber; (a) 
thermocouple tree and (b) atomizers orientation(Gupta, et 
al., 2013)

실험에서는 C7H16(n-heptane)이 Pool 화재 연료로 
사용되었으며 4가지의 다른 Pool 형성 위치를 
선정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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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cation of fuel pan position 1,2,3 and 4(Gupta, 
et al., 2013)

Fig. 5 Temperature histories with spray operation at 7 bar 
pressure for different pool fire location; (a) thermocouple 
T1, (b) T2, and (c) T3(Gupta, et al., 2013)

또한 분사 압력의 변화를 이용하여(4-8 bar) 다양한 
Spray 작동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물이 아닌 질소를 이용한 
Spray system 효과도 측정하였다. 모든 경우 Spray 
system은 화재 점화 30초 후에 작동하였다(Fig. 5의 “M”). 

해당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로 Pool 형성 지점 별 온도 
분포, Spray 작동 환경에 따른 온도 분포, 성분(물, 
질소)에 따른 온도 분포 및 화재 경감에 따른 가스 응집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Fig. 5는 본 연구에서의 비교 
대상인 Pool 지점 변화에 대한 온도 분포 결과를 나타낸다.

Fig. 5(a)는 Thermocouple T1을 통해 측정 된 결과이며 
(b)는 T2, (c)은 T3를 통해 측정 된 온도 분포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챔버 중앙 지점 점화, 7 bar 압력에 
해당하는 Spray 환경(Droplet size, Water flow rate 및 
Flow velocity) 및 Thermocouple T1을 통해 측정 된 온도 
분포 결과인 Fig. 5(a)를 CFD 해석 결과와의 주요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2 CFD 해석

참고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KFX를 
이용한 CFD 해석이 수행되었다. CFD 해석상의 Water 
spray를 통한 화재 경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ray 
system이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와 작동할 경우, 2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었다. 실험에서 사용 된 챔버와 
동일한 크기의 해석 공간(1 m3)이 생성되었으며 중앙 
위치의 Pool 화재 형성 및 관련 실험의 7 bar 압력에서의 
환경과 동일한 Spray system이 구성되었다(Table 1).

Table 1 Spray operational conditions

*SMD: Sauter mean diameter of droplets

KFX의 정확한 Spray system 구현을 위해서는 시간 당 
분사되는 Droplet 개수 정보가 필요하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Flow rate와 Droplet size 정보를 이용한 추정 
계산 값을 사용하였다. Fig. 6은 각각 Spray system 구현 
유무에 따른 결과 비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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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comparison between without water spray 
case and with water spray case

Fig. 7(a)와 (b)는 CFD 해석 상의 spray 작동 전과 후의 
특정 평면의 온도 분포 형상을, Fig. 7(c)와 (d)는 Spray 
system의 구현 형태를 보여준다.

(a) (b)

(c) (d)

Fig. 7 Results of pool fire simulation; (a) and (b): x-plan 
temperature distribution before/after spray operation, (c) 
and (d) 3D-view before/after spray operation

2.2.3 실험 및 CFD 해석 결과 비교

Fig. 8은 참고 논문의 실험 결과 및 KFX를 이용한 CFD 
해석 결과 비교를 나타낸다. Spray가 작동하는 시점인 30 
초를 전후로 하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결과의 온도 분포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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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s comparison between CFD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with water spray

본 연구에서는 위 과정을 통해 검증 된 수치해석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Flare system 차폐막 시스템이 
구현되었다.

3. 대상 실험 및 CFD 해석 결과 비교
3.1 대상 실험 절차 및 결과

국산화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개발 된 노즐로 구성 된 
Spray system의 화염 차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야외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이에 앞서 개별 노즐의 방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Ahn & Kim, 2012).

3.1.1 단품 노즐 방사 성능 실험

Fig. 9(a)와 (b)는 각각 단품 노즐의 방사량 및 방사각도 
측정 모습을 보여준다. 노즐은 총 22개의 Ti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5와 0.6 MPa, 두가지 압력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이 중 
0.6 MPa의 결과값이 CFD 해석에 사용되었다.

(a) (b)

Fig. 9 Nozzle test; (a) spray amounts and (b) spray 



Operatin
g 

pressure
(MPa)

Water
flow 
rate

(l/min)
SMD

(micron)
Spray

distance
(m)

Spray
degree

(o)
0.5 970 200 5 122
0.6 1060 200 5.5 126

degree(Ahn & Kim, 2012)
Table 2 Results of nozzle test

3.1.2 화염 차단 성능 실험

앞서 수행 된 단품 노즐 시험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Spray system이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화염 차단 성능 
평가가 이뤄졌다. Fig. 10은 화염 차단 성능 실험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Fig. 10 Schematic of fire suppression test(Ahn & Kim, 
2012)

Fig. 11은 일자형 Spray system으로 구성 된 시험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2(a)와 (b)는 각각 삼각형과 
역삼각형 Spray system으로 구성 된 시험체를 보여준다. 
Fig. 13(a)와 (b)는 Spray system이 작동 중인 시험 장면을 
보여준다.

Fig. 11 Linear type spray system(Ahn & Kim, 2012)

(a) (b)

Fig. 12 (a) Triangular type and (b) reverse-triangular type 
spray system(Ahn & Kim, 2012)

(a) (b)

Fig. 13 Scene of spray operation; (a) front and (b) side 
view(Ahn & Kim, 2012)

3개의 원형 버너를 통해 1, 2 그리고 3 MW의 화염이 
생성되며, 3개의 단품 노즐로 구성 된 Spray 
system(일자형, 삼각형 및 역삼각형의 3가지 종류로 
구성)이 화염 발생 후 일정 시간 후에 작동되었다. 
지면으로부터 0.54, 2.00 및 2.55 m, 버너로부터 1.5, 2.0, 
2.5와 3 m의 수평 거리에 위치한 복사열 센서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복사열 변화가 측정되었다. Fig. 14-16는 
일자형, 삼각형 및 역삼각형 Spray system을 이용한 화재 
경감 시험의 1.5 m 수평 거리 복사열 센서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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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est results of linear ty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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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est results of triangle ty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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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est results of reverse-triangle type system

Fig. 14-16의 Sensor 1,2,3은 각각 지면에서 0.54, 2.00, 

2.55 m 높이에 위치한 복사열 센서의 측정값을 나타낸다. 
시험 결과를 통해 Spray 작동 시점으로부터 복사열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CFD 해석
3.2.1 해석 절차

야외 화재 시험에서 사용 된 버너 및 Spray 노즐의 개별 
Tip 등 세부적인 구현의 어려움이 있어 화재 형성에 사용 
된 가스 공급량과 Spray 형성에 사용 된 분사량, 전체 
분사각도 및 물 방울 지름 정보를 토대로 이상화가 
이뤄졌다. Table 3은 CFD 해석에 사용 된 Propane 가스 
공급량 및 이를 통해 시험에서 발생 한 화염의 열량을 
나타내며 Table 4는 KFX 2010 Spray 기능에 이용 된 
Spray 환경 관련 변수를 보여준다. 실제 야외 시험의 경우 
시험 case 별로 spray 적용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CFD 해석에서는 모든 해석 Case의 경우 동일한 Spray 
작동 시간이 설정되었다(화재 발생 15초 후.). 또한 CFD 
해석 상의 복사열량 변화 측정을 위해 설정 된 History 
point의 경우 CFD 해석 공간을 구성하는 Grid(격자) 
간격에 의해 시험에서 사용된 복사열 측정 센서의 위치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Table 3 Fire ignition conditions for CFD simulation

Table 4 Spray operational conditions for CFD simulation

3.2.2 해석 결과

앞서 1-3 MW의 발열량에 관하여 수행 된 시험 결과 중 
1 MW 발열량에 관한 시험 결과가 비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History point를 통해 일자형, 삼각형 그리고 
역삼각형의 Spray system의 화재 경감 효과가 측정되었다. 
Fig. 17-19은 History point에 측정 된 각 Type 별 시간에 
따른 복사량 변화를 보여준다. Spray가 작동하는 시점인 
15초 이후 급격한 감소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Linear type average heat flux
Experiment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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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Before
Spray

(kW/m2)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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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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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y

(kW/m2)
After
Spray

(kW/m2)
1.5 1.08 0.18 0.90 0.22
2.0 0.78 0.21 0.79 0.23
2.5 0.59 0.22 0.61 0.23
3.0 0.55 0.18 0.65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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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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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2)
1.5 1.05 0.31 0.94 0.25
2.0 1.20 0.29 0.95 0.25
2.5 1.13 0.35 0.89 0.33
3.0 1.07 0.65 0.90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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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79 0.18 0.74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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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FD simulation results of linear ty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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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FD simulation results of triangular ty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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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FD reverse-triangular results of linear type 
system

3.3 결과 비교
야외 화재 시험의 Flux sensor를 통해 측정 된 일자형, 

삼각형 및 역삼각형 Spray system의 화재 차단 효과와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의 CFD 해석을 통한 History point에 
측정 된 결과가 비교되었다. 1 MW 발열량에 해당하는 
결과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수평거리 1.5, 2.0, 2.5와 
3.0 m 위치의 Flux sensor들의 모든 높이(0.54, 2 및 2.55 
m) 방향 측정 값들의 평균 값을 산정하여 Spray 작동 
전과 후의 Heat flux 변화가 비교되었다.

Table 5 Results comparison(Linear type)

Table 6 Results comparison(Triangle type)

Table 7 Results comparison(Reverse-triangle type)



3.0 0.72 0.15 0.68 0.20
Table 5는 일자형 Spray system 결과를, Table 6과 7은 

각각 삼각형 및 역삼각형 Spray system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20-22는 일자형, 삼각형 및 역삼각형 Spray 
system의 수평간격 1.5 m 및 높이 0.55 m 위치의 Flux 
sensor와 History point에서 측정 된 시간에 따른 Heat flux 
변화를 나타낸다. Spray system 작동을 전후로 하여 
시간에 따른 Heat flux 분포 경향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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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Results comparison between CFD simulation and 
experiment for linear type spr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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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Results comparison between CFD simulation and 
experiment for triangular type spr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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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Results comparison between CFD simulation and 
experiment for reverse-triangular type spray syste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국산화 및 선진화를 위해 개발 

된 해양플랜트 Flare system용 노즐에 대한 성능 시험 
결과를 토대로 관련 CFD 해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Spray system을 구성하는 개별 노즐 시험을 통해 
노즐의 물 분사량 및 분사각이 측정되었으며, 야외 화재 
시험을 통해 일자형, 삼각형 및 역삼각형으로 구성 된 
Spray system의 화재 경감 효과가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 자료들과의 Validation을 통해 신뢰도가 정립 된 
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CFD 해석이 
수행되어 시험 결과와의 비교가 이뤄졌다.

비교 결과 Spray system의 작동 후 복사열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두 결과 모두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예정 된 해양플랜트 Flare system 
실증 실험을 통해 실제 Flare system 복사열에 대한 해당 
Spray system 화재 차단 효과를 확인 할 예정이며, 인명 
및 구조 손실에 관한 복사열 기준들을 참고하여 Spray 
system의 효율성에 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한 제시 된 실험 및 CFD 해석 결과는 
다양한 Flare system 용 노즐의 개발을 위한 유용한 선행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연구를 통해 확인 
된 KFX 2010, CFD tool의 Spray 기능의 유용성은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다양한 화재 사고에 관한 위험도 
평가/관리 기법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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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 topside 가스 누출 및 확산으로 인한 폭발하중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확률론적 위험성 평가 기법의 기초

단계로서 가스 폭발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변수의 영향을 정량화하여 폭발확률(Explosion Frequency) 추산용 Matlab code를

작성하였다. 가스폭발확률 계산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누출 및 점화 발생률 데이터는 HCR (HSE 

HydroCarbon Release) database 및 UKOOA IP report를 참조하였다. 초기설계단계(FEED)와 상세설계단계에서 변화하는

설계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또한 대상 해양플랜트 및 설계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해석 요구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code를 개발하기 위하여 가스누출공의 크기, 가스종류 및 압력과 같은 설계변수를

사용자 입력 혹은 사용자가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로 입력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개발된 Matlab code를

이용하여 중형 Knarr Teekay Oil FPSO topside의 6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세스 영역에 대한 가스누출 시나리오 및

폭발확률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가스누출 시나리오에 대한 FLACS 상용 코드 해석을 수행하여 폭발압 크기별 폭발

발생확률(annual probability of exceedance)을 정량화하였고, 가스누출 시나리오 선정방법에 따른 폭발압

초과확률곡선(Overpressure exceedance curve)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Keywords: Offshore plant (해양플랜트 ), Topside gas explosion (상부구조물  가스폭발 ),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정량적  위험도  평가 ), Explosion frequency (폭발확률 ), Exeedance curve (초과확률곡선 ) 
 

1. 서 론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육상및 연안유전의 매장량이 고갈됨에 
따라 심해자원 개발을 위한 FPSO 와 같은 해양플랜트의 
건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양플랜트는 topside 
에 process deck, pipe rack, 거주구와 같은 복잡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저장 중인 유류 혹은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발화되지 않고 인화성 기체가 축적되었다가 
폭발하여 더 큰 인명손실과 구조적 손상에 노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Deepwater Horizon 호의 
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해양플랜트의 가스 폭발사고는 
엄청난 인명, 재산 및 환경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폭발위험도 평가에 기반을 둔 설계가 이루어짐은 물론이고, 

만일의 폭발 사고에 대비한 피해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의 핵심은 폭발 시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인 
explosion load를 예측하여 가스 폭발의 피해를 관리하기 
위한 blast wall, ESD (Emergency Shut Down) 설비, deluge 
설비와 같은 핵심안전요소 (SCE; Safety Critical Elements)의 
설계 하중에 반영하는 것이다. 

해양플랜트 가스폭발의 위험도 평가기술은 1988년 북해 
유전에서 발생, 167명의 사망자와 34억$의 재산피해를 
일으킨 사상 최악의 해양플랜트 재난인 Piper Alpha 
폭발사고를 계기로 하여 석유 Major 와 영국 정부를 
중심으로 수행된 민관합동 프로젝트인 BFET (Blast and Fire 
Engineering for Topside Structures) JIP를 통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Czujko(2001)는 확률론에 기반을 둔 가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폭발하중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양구조물의 반응을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기법으로 해석하는 절차를 
Engineering Handbook으로 확립하였다. 해양구조물의 
Topside와 같이 복잡한 원유 공정 처리 설비에서 
가스누출량, 가스누출 빈도/방향/위치, 풍향/풍속 등 
가스누출 및 확산에 관여하는 변수는 다양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확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BFET JIP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한 UKOOA Guidance 
(HSE, 2003)나 Norsok Standard (2010) 등에서 
가스폭발하중의 확률론적 예측기법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 topside 가스 폭발에 대한 
위험도 평가기법인 폭발하중 산정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가스 폭발을 일으키는 다양한 환경변수의 영향을 
정량화하여 폭발확률(Explosion Frequency) 추산용 Matlab 
code를 작성하였다. 개발된 Matlab code를 이용하여 중형 
Knarr Teekay Oil FPSO topside의 6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세스 영역에 대한 가스누출 시나리오 및 폭발확률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가스누출 시나리오에 대한 FLACS 상용 
코드 해석을 수행하여 폭발압 크기별 폭발 발생확률(annual 
probability of exceedance)을 정량화하였고, 가스누출 
시나리오 선정방법에 따른 폭발압 
초과확률곡선(Overpressure excee- dance curve)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2. 가스 폭발확률 계산 

 
2.1 전체 계산절차 

 
본 과제에서 개발된 확률계산 code를 적용한 project 는 

Knarr Teekay oil FPSO 로서 여타의 해양구조물과 
마찬가지로 본 FPSO topside 도 weather deck/process 
deck 에 걸쳐서 다양한 module 로 구성되어 있다. 각 
process module은 터릿, 분리 및 안정화, 가스 압축, 가스 
수분제거, 연료 가스 생산, 가스 분출, 생산수 처리 등의 
기능별로 구분되며, 3-4 개의 isolatable section (이하 
section 으로 칭함)으로 구성된다. section은 파이프, 탱크, 
펌프 등 다양한 기기 (equipment)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단이 자동 차단 밸브로 인접한 section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수행되는 가스누출 확률 해석의 
기본단위가 된다. 

해양구조물 topside에서의 가스 누출 × 확산 × 폭발을 
지배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므로 통계적, 확률론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i 번째 폭발 시나리오 별 연간 
발생 확률은 다음과 같은 여러 확률변수의 결합확률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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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Ll 는 연간 가스누출 빈도 (횟수/년)로서, 각 
가스누출 시나리오에 대한 section내의 기기(equipment) 별 
가스누출 빈도에 근거하여 구한다. i

Hf 은 누출공 (hole 
또는 leak) 직경( d )에 대한 확률, i

LLf 은 각 section 별 
leak location( x : 길이방향 좌표, y : 폭 방향 좌표, z : 
수직방향 좌표)에 대한 좌표의 결합확률, i

LDf 는 가스 분출 
방향(q )에 대한 확률, i

WSf  및 i
WDf 는 풍향, 풍속에 대한 

확률, i
ILf  및 i

ITf 는 점화위치와 점화 시간에 대한 확률, 
마지막으로 i

If 는 발화확률이다.  
식 (1)에서 각각의 확률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독립변수들은 확률적인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다. 본 
논문에서 i

Ll 와 i
Hf 는 HCR Leak Database 

(1992~2012)를 활용하여 실제 해양플랜트에서의 
발생확률을 반영하였다. i

If 는 해양플랜트 종류별 가스 
누출률 (leak rate)의 함수인 IP Look-up Correlation Model 
(EI, 2006)을 적용하였다. 그 외의 확률변수에 대해서는 균일 
분포(uniform distribution)로 가정하여 처리하였다. 
점화위치와 누출 시작시점부터 점화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폭발응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누출 및 환경변수에 대해 집중하여 토론하기 
위해 i

ILf , i
ITf 는 상수처리 한다. 

 
2.2 HCR Leak DB 기반 section별 가스 누출확률 계산 

 
HydroCarbon Release Leak Database (이하 HCR DB) 는 

영국정부 산업안전보건청인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의 Offshore Division에서 북해에 소재한 
해양구조물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를 시스템, 기기, hole 
size 별로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로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다 
(https://www.hse.gov.uk/hcr3/, Fig. 2). 

본 연구에서는 equipment 검색 조건을 채택하여 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section 에서의 leak frequency를 
계산하였다. equipment 검색 조건이 보다 세분화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section 구성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HCR DB는 원래 3차 범주까지 구분된 총 124가지의 
equipment 에 대한 통계로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범주를 중심으로 단순화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equipment를 2차 범주 위주로 간략화하여 
최종적으로는 84종의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Fig. 3은 그 중 
일부인 15종의 2차 범주에 대한 leak frequency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Leak frequency page of HCR database 

 

 
Fig. 3 Calculated leak frequency for equipment categories 

 
Fig. 4는 HCR DB에서 추출한 equipment 별 leak 

frequency 벡터에 각 section 별 equipment 개수를 나타낸 
벡터의 내적을 취함으로써 얻어진 section 별 leak 
frequency 의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3번째 행의 파란색 
숫자는 각 equipment category 별 leak frequency 로서 Fig. 
3의 total leak frequency 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범주인 BOP stack/Surface 의 경우 3.6166×10-3 회/년). 
또한 각 section 에 해당되는 행의 녹색 숫자는 각각의 

section 이 어떤 equipment 로 구성되었는지를 나타낸다. 
3번째 행의 equipment category 별 leak frequency 벡터와 
각 section에 해당하는 행 벡터 사이의 내적을 취하면 해당 
section의 leak frequency가 계산되고, Fig. 4에 녹색으로 
표기된 각 section 별 구성 equipment 의 개수는 Matlab 
code 의 입력파일로 사용된다. 
 

 
Fig. 4 Calculated leak frequency for each section 

 
2.3 HCR Leak DB 기반 hole size 확률 

 
HCR database 의 leak frequency 화면 하단의 "Hole" 

버튼을 누르면 특정 범주 (Fig. 2에서는 Piping / Steel / D <= 
3")의 누출공 확률 분포가 Fig. 5 와 같이 출력된다. 
누출공의 크기는 는 7개의 구간 (<10mm/10~25mm/25~ 
50mm/50~75mm/75~100mm/>=100mm/N.A.)으로 나뉘어 
각각의 발생확률은 화면 하단의 행으로 주어진다. 

 

 
Fig. 5 Hole size distribution of HCR database 

 



앞 절과 마찬가지로 hole size distribution도 84개의 2차 
equipment 범주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다. 그 결과를 Fig. 
6과 같은 수정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각 section 별 
equipment 개수와 곱하여 Matlab code의 입력 파일로 
이용한다. leak frequency를 계산한 것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section 별 hole size distribution을 구한다.  

 

 
Fig. 6 Calculated leak frequency for equipment categories 

 
이와 같이 계산된 hole size distribution 은 각 hole size 

구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size 구간의 값을 더하면 1이 되어야 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대로 HCR DB는 7개의 크기 구간으로 hole size 
distribution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본 논문에서는 
누적확률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이용한 curve fitting 방법을 적용하여 원본 자료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누출공 크기 구간을 정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누출공 크기에 대한 불연속 누적확률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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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D 는 hole size 에 대한 확률변수이고, di  는 
i 번째 확률변수 값, ip 는 i 번째 hole size에 대한 
확률값을 의미한다. Fig. 7의 점선 그래프는 )(DF 를 구간 
최대값 d 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녹색 실선은 이 
데이터를 로그함수 ( ) ( ) bdlogadG += 로 curve fitting 한 
것이다.  

 

 Fig. 7 CDF of hole size distribution 
 

2.4 Leak Rate 및 Ignition Probability 
 
Leak rate l (kg/s) 는 앞 절에서 계산된 hole size 및 각 

section 별 hydrocarbon 물성에 의하여 결정론적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 
DnV-CMPT 공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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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dC 는 토출계수 (discharge coefficient, 통상 

0.85 사용), A는 hole 의 단면적, 0P 는 압력, g 는 비열비 
(ratio of specific heats, vp CC /=g ), Z 는 압축성계수 
(compressibility factor), 0R 는 기체상수(gas constant), 

0T 는 절대온도이다. 이들 값은 Hole size 에 의하여 
결정되는 A 를 제외하고는 section 별 물성치로부터 
결정된다. 

Ignition probability ( IP ) 는 UKOOA IP report 의 look-up 
correlation을 참조하여 앞 절에서 계산된 leak rate l 의 
함수로 계산된다. 

 
cmIP += l1010 loglog  (4) 

 
여기에서 cm, 는 offshore plant type 및 leak rate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험 상수인데, 본 연구에서는 offshore 
FPSO liquid에 해당되는 경험 상수를 사용하였다. 
 

3. 가스 폭발확률 계산 Matlab 코드 
 

3.1 입력 데이터 파일 
 
본 Matlab 코드 (Leak.m)는 다양한 해양플랜트 topside 

module 및 section 구성에 맞추어 HCR Leak DB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개발의 주안점이 두어졌다. 핵심 입력 데이터는 다음의 두 
가지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작성되어 코드 수행시 입력된다. 

- Input#1_Section_Info: 다음 4가지 정보를 포함한다. 
 ① 각 section을 구성하는 equipment 개수 
 ② 각 section별 equipment의 체적 및 직경별 pipe 길이 
③ 각 section별 물성치 
④ 각 section별 leak location의 위치 정보 

- Input#2_HCR_Leak_DB: HCR database에서 얻은 
equipment 범주별 leak frequency 및 hole size 
distribution 데이터를 보관 

 

 
Fig. 8 Flow chart of Leak.m 

 

 
Fig. 9 Algorithm for detailed design phase 

 

 
Fig. 10 Algorithm for FEED phase 

3.2 설계 단계 별 계산 알고리듬 
 
본 연구에서 개발된 Matlab 코드의 흐름도를 Fig. 8에 

도시하였다. 각 section 별 leak frequency 및 hole size 
distribution 계산 절차는 앞 절에 서술된 것과 같다. 본 
코드의 특징으로는 설계단계에 따라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 단계 혹은 상세설계 단계에 다른 계산 
절차를 적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앞 절에서 서술된 절차는 Fig. 9와 같이 사용자가 hole 
size 및 position을 특정하면 그에 해당되는 hole probability 
및 leak rate를 계산하는 것이다. 상세설계 단계의 정량적 
폭발위험도 해석 (Explosion QRA)에서는 module 및 section 
에 대한 상세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hole size 및 leak 
location 등의 변수를 특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단계와 상세설계 (Detailed design) 
단계 중간의 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단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상세한 정보가 미정이므로 
정확한 hole size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Fig. 10에 나타낸 대로 leak rate을 먼저 가정하고 그에 
해당되는 hole size를 역산하여 확률계산에 적용되도록 한다. 

 

 
Fig. 11 Execution Result of Leak.m 

 
3.3 코드 수행결과 

 
본 Matlab 코드 수행 시의 전형적인 출력 및 사용자 

입력의 예를 Fig.11 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hole size 개수 
N_Size = 3, leak location 개수 N_Pos = 3, leak direction 
개수 N_Dir = 2, Wind speed 개수 N_WSpeed = 3, Wind 
direction 개수 N_WDir = 2 가 입력되었다. 이 입력 값들을 



이용하여 코드를 실행한 결과 생성된 시나리오의 일부를 Fig. 
12에 도시하였다.  

 
Fig. 12 Explosion Scenarios Calculated by Leak.m 

 
 이들 개수에 대응되는 확률변수들의 조합으로 누출 

시나리오 개수가 결정되므로 각 section 마다 이들 가짓수의 
곱인 108 개의 시나리오가 생성된다. 본 Matlab 코드의 
장점은 각 확률변수의 가짓수를 조절하여 손쉽게 많은 수의 
가스누출확산 및 폭발해석의 시나리오가 생성된다는 점이다. 
 

4. FLACS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가스누출확산 및 폭발해석의 시나리오 

선정방법에 따른 폭발압 초과확률 곡선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앞 절에서 도출한 108개의 시나리오 중 
48개를 선별하고, FLACS 를 이용하여 가스누출 및 폭발에 
대한 3D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Fig. 13과 같이 6개의 모듈로 구성된 Knarr 
Teekay Oil FPSO Topside 의 프로세스 영역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풍속은 2.5 m/s, 7.5 m/s, 12 m/s을 적용하였고, 
hole size 는 75 mm와 150 mm를 적용하였다. 

 

        
Fig. 13 Process area and scenario variables for CFD analysis 

해석에 적용된 leak location 별 가스 특성 및 가스 구성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as properties and composition 
Leak location 모듈 3 모듈 4 

Inventory volume (m3) 401.29 130.73 
Temperature (°C) 109 140 
Pressure (bar)   12.5 145.0 

Mass density (kg/ m3)   14.9 141.7 
Methane     0.3134     0.5248 
Ethane     0.1311     0.1636 
Propane     0.1943     0.1726 
i-Butane     0.0382     0.0210 
n-Butane     0.0796     0.0344 
i-Pentane     0.0218     0.0043 
n-Pentane     0.0250     0.0037 

C6     0.0188     0.0006 
C7+     0.0191     0.0 

 
해석에 사용된 48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Table 2와 같이 

5개의 시나리오 경우에 대한 초과확률곡선 (exceedance 
curve)를 산출하고 특정 연간 폭발압 발생빈도 허용 기준(본 
논문에서는 10-4 occurrence/year 채택)에서의 설계폭발압 
(design explosion load)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2. 5 different cases for scenario selection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Leak 

location 2 1 
(모듈3) 

1 
(모듈4) 2 2 

Leak size 2 2 2 1 
(150mm) 

1 
(75mm) 

Leak dir. 2 2 2 2 2 
Wind dir. 2 2 2 2 2 

Wind speed 3 3 3 3 3 
 
5개의 시나리오 경우에 대한 초과확률곡선은 Fig. 14에 
나타내었다. CASE1은 앞에서 설명한 누출 및 환경에 대한 
확률 변수 값들을 모두 적용한 48개의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48개의 FLACS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도출한 초과확률 
곡선은 Fig. 14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내었다. CASE2와 
CASE3은 하나의 leak location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경우이며, CASE2는 모듈3, CASE3은 
모듈4를 제한적으로 채택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 경우이다. 
반면, CASE4와 CASE5는 leak size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경우이며, CASE4는 150 mm, CASE5는 
75 mm leak size를 제한적으로 채택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 
경우를 의미한다. CASE2~CASE5에 대해 나머지 확률변수 
값의 개수는 CASE1과 동일하고, Fig. 14에서 각각 파란색 
(CASE2), 빨간색 (CASE3), 녹색 (CASE4), 분홍색 
(CASE5)으로 달리 표현하였다. CASE1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CASE1으로 도출된 
초과확률곡선은 최적의 예측으로 다른 곡선들의 정확도 

모듈2 

   

모듈1 모듈3 

모듈5 모듈4 모듈6 

leak direction 

wind direction 

blast wall 

leak location 

0° 

15°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exceedance 
curve를 통해 연간 폭발압 발생빈도 허용 기준 10-4 에서 
구한 설계폭발하중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a) 
 

 
(b) 
 

 
(c) 

Fig. 14 Explosion exceedance curves 
 

Table 3. Design explosion load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DEL* (bar) 1.81 1.59 3.09 2.61 1.44 
*DEL : Design Explosion Load 
 

Fig. 14 (a)를 통해 CASE2의 경우 CASE3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설계폭발하중이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4 (b)는 CASE5의 경우 CASE4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설계폭발하중이 도출됨을 보여준다. 한편, CASE3, 
CASE4는 CASE1보다 각각 44%, 71% 이상 큰 설계 값을 
예측하여 과도설계를 유발하고, 이와는 반대로 CASE5의 
경우 20% 정도 과소설계로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CASE2의 경우 오차 12% 
정도로 최적 설계에 가까운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프로젝트 진행 시 가스누출확산 및 폭발해석 
시나리오(이하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 폭발위험도 평가를 
하는 safety consulting 회사 별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 할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CASE1), 제한된 기준으로 4개의 시나리오 
(CASE2~CASE5)를 추가적으로 선별하여 각각에 대해 
FLACS 해석결과를 수행하고 exceedance curve를 
도출하였다. CASE2~5는 해석수행 비용 절감을 위해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폭발 위험도 해석을 수행해 오고 있는 safety 
consulting 회사들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대표한다. 
결론적으로 폭발 위험도 해석 수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시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못하면 
과도설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해양플랜트 구조 강도의 
안전성에 결함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 
 

5. 결 론 
 
해양플랜트 topside 가스 폭발에 대한 위험도 평가기법인 

폭발하중 산정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가스 폭발을 일으키는 
다양한 환경변수의 영향을 정량화하여 폭발확률 (Explosion 
Frequency) 추산용 Matlab code를 작성하였다. 
가스폭발확률 계산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누출 및 점화 발생률 데이터는 HCR (HSE HydroCarbon 
Release) database 및 UKOOA IP report를 참조하였다. 
초기설계단계(FEED)와 상세설계단계에서 변화하는 설계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또한 대상 
해양플랜트 및 설계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해석 요구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code를 개발하기 
위하여 가스누출공의 크기, 가스종류 및 압력과 같은 
설계변수를 사용자 입력 혹은 사용자가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로 입력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개발된 
Matlab code를 이용하여 중형 Knarr Oil FPSO topside의 
6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세스 영역에 대한 가스누출 
시나리오 및 폭발확률을 계산하였다.  

Matlab code로 출력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48개로 
구성된 기준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FLACS를 이용한 3D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기준 시나리오에 대해 4개의 
다른 제한적인 시나리오 CASE를 선정하고, 이 5가지 
시나리오 CASE에 대한 exceedance curve를 각각 
도출하였다. 도출된 exceedance curve를 통해 각 CASE에 
대한 design explosion load를 최종적으로 도출하고, 기준 
값에 대한 각 해석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적으로 각 
시나리오 CASE별 해석 결과는 기준 값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미흡한 폭발 위험도 해석 시나리오 작성 기준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의 확률기반 해양플랜트 설계 법이 
과도설계와 동시에 과소설계의 불안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서 해양플랜트 설계를 
위한 폭발 위험도 해석 시 시나리오 선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점화와 관련된 확률변수에 대한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기준 시나리오 해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만족 할 만한 데이터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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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해양플랜트에는 폭발 사고 시 안전을 위하여 주름형구조의 방폭벽이 설치된다. 하지만 전형적인 방폭벽은 
폭발하중 작용 시 횡방향의 하중으로 인하여 좌굴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강도가 저하된다. 그리고 이러한 좌굴은 주로 
Web과 Flange의 사이, 방폭벽의 높이의 약 1/2 지점에 주로 발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Flat plate 형태의 보강재를 이용하여, 좌굴에 의한 방폭벽의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보강재의 개수 및 
두께에 따른 보강된 방폭벽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보강재는 좌굴이 잘 발생하는 방폭벽의 높이 방향 중앙에 수평하게 
설치 하였으며, 판 두께를 4, 8mm 로 하여 두께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았다. 먼저 정적 하중 하에 구조 강도(Resistance 
function)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동적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동적하중(폭발하중)을 받을 시 보강을 위해 설치된 판 
두께에 따른 방폭벽의 동적 구조 응답특성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보강의 경우에 따른 영구 처짐량을 비교하였으며, 
Pressure-impulse diagram을 통해 판 두께에 따른 방폭벽의 구조응답특성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해양플랜트 폭발 사고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폭벽의 강도 증가와 효율적인 제작에 유용한 가이던스가 
될 것이다.

Keywords: 보강된 방폭벽(Stiffened blast wall), 폭발 하중(Explosion loads), 동적 구조 응답 특성(Dynamic structural response 
characteristics), 영구 처짐량(Permanent deflection), 압력-충격량 곡선(Pressure-impulse diagram)

1. 서 론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및 하역 설비(FPSO)와 같은 

해양플랜트에는 작동 중 화재 및 폭발사고와 같은 
고위험성이 존재 한다. 그 중 특히 가스 폭발 사고는 발생 
시 인명 및 구조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이를 방지 혹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도(Risk = frequency x 
consequence)를 감소 시키는 안전시스템(Safety system) 
설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Paik & Thayamballi, 2007).

해양플랜트 설비의 안전시스템은 크게 능동적 시스템

(ASS: Active safety system)과 수동적 시스템(PSS: 
Passive safety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능동적 안
전 시스템은 사고 발생 전에 작동하여 사고 자체를 예방하
는 것으로 사고의 빈도(Frequency)를 줄여 위험도를 감소
시킨다. 반면, PSS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Consequence)
를 최소화 하여 위험도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적은 비용으
로도 충분히 위험도를 낮출 수 있어 해양플랜트 상부구조
물을 비롯해 산업전반에 걸쳐 비용 효과 제어 수단으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능동적 안전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써, 방폭벽(Blast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wall)이 있으며, 효율적인 방폭벽 설계를 위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HSE(2003, 2004, 2006)는 1/4크기의 방폭벽을 
대상으로 한 실험, 해석적 및 수치적 방법을 통하여 
방폭벽의 구조 응답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Sohn 
등(2013)은 실제 운항중인 FPSO의 방폭벽을 대상으로 
비선형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Paik(2011)은 FPSO를 대상으로 한 정량적 폭발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폭발 설계하중에 따른 
방폭벽의 안전성 평가 절차를 제시 하였다.

이 이외에 파형 방폭벽의 최적화를 위하여 방폭벽의 
주요 설계 변수에 따른 구조 응답 특성이 연구되었다(Kim, 
et al., 2011).

이미 진행된 연구들은 전형적인 방폭벽을 대상으로 
구조 응답 특성 및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었으나, 방폭벽 
자체를 보강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Fig .1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대상 구조물의 
형상으로써 현재 해양플랜트에 설치되는 전형적인 파형 
방폭벽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Typical blast wall on offshore structures

Fig. 1과 같은 형상의 파형 방폭벽은 
횡압력(폭발하중)을 받을 시, 처짐과 함께 좌굴(Web 
buckling)이 발생하면서 그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Fig. 2는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에서 나타난 폭발 하중을 
받는 방폭벽의 Web과 Flange에 발생된 좌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좌굴은 발생 전과 발생 후의 구조 강도에 큰 
차이가 나며, 좌굴이 발생 한 뒤 그 구조는 하중에 
저항하는 정도가 떨어진다. Fig. 3은 전형적인 방폭벽의 
시간에 따른 처짐 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좌굴이 발생이 
후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Paik,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Web과 Flange에 발생하는 좌굴을 
방지, 혹은 충격 흡수에 의한 좌굴을 지연하여을 통하여 
구조강도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방폭벽을 
판부재로 보강을 하여, 보강된 방폭벽의 구조 응답특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a) Experimental method

(b) Finite element method
Fig. 2 Web buckling of blast wall under explosion impac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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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lection-time history of typical blast wall(Paik, 
2011)

Fig. 4는 본 연구에 사용된 보강된 방폭벽의 개념도로써, 
좌굴이 가장 잘 발생하는 높이 방향의 1/2 지점(1개의 
보강재), 그리고 이외의 경우(2개의 보강재)를 다루고 있다.

Fig. 4 Types of blast wall; (a) unstiffened blast wall, (b) 
blast wall with single stiffener and (c) blast wall with 
double stiffeners.

2. 대상 구조물
2.1 대상 구조물

본 연구에 사용된 대상 구조물은 FPSO 상부 구조물에 
설치되는 방폭벽으로써, 작업 인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용시설에 설치되는 방폭벽이다. Fig. 5는 기존의 
방폭벽과 연결부의 주요치수를 나타내고 있다.

Fig. 5 Main dimensions of blast wall (Unstiffened blast 
wall)

보강은 보강재 개수 및 위치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하였으며, Fig. 6에서 좌굴이 발생한 위치에 따른 보강재가 
설치된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방폭벽에서 좌굴이 
발생하는 부위와 이 부위에 보강을 하였을 경우 좌굴이 
발생하는 부위, 두 부분에 보강을 하였다.

Fig. 6 Locations of flat-plate type stiffeners; (a) buckling 
at unstiffened blast wall, (b) buckling blast wall with single 
stiffener, (c) design of single stiffened and (d) design of 
double stiffened blast wall

또한, 보강재의 두께에 따른 영향도 알아보기 위하여 판 
형상 보강재의 두께 4, 8mm 에서 영구 처짐량을 알아 
보았다.



Type of stiffener Natural period (s)
Unstiffened 0.04900

Single stiffener (4mm) 0.04976
Single stiffener (8mm) 0.05045

Double stiffeners (4mm) 0.04993
Double stiffeners (8mm) 0.05129

(a) (b) (c)

A

BB′

A′
x

z

Fig. 8 Boundary conditions for blast walls.

Table 2 Boundary condition for blast walls
Boundary Description

A-A' and B-B' Symmetric condition with Rx=0, Uy=Uz=0
A-B and A'-B' All fixed

2.2 고유진동수

동적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알아야만 한다. 이는 하중의 지속 
시간과 고유 진동수의 비에 따라 정적, 준정적 혹은 동적 
영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NORSOK(1999)은 하중의 
지속시간과 고유 주기에 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l Quasi-static domain: 3≤td/T
l Dynamic domain: 0.3≤td/T<3
l Impulsive domain: td/T<0.3

여기서, T는 고유주기, td는 하중의 지속시간이다.
Table 1과  Fig. 7은 횡하중을 받는 대상구조물의  

고유주기와 고유모드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Natural period of blast walls

Fig. 7 Eigen mode of blast walls; (a) unstiffened blast wall, 
(b) blast wall with single stiffener and (c) blast wall with 
double stiffeners

3. 적용방법
폭발하중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구조응답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ANSYS/LS-DYNA(2012) 상용유한요소 
해석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본 해석을 위해 사용된 재료  

물성치 및 하중조건, 경계조건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3.1 재료물성치

폭발 하중과 같은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구조 해석 
시 Strain-rate effect(변형률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Cowper & Symonds(1957)는 Strain-rate effect 고려를 
위하여 Eq. (1)을 제안하였으며, C와 q는 실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Cowper & Symonds 계수이다.

1/q
Yd

Y

1.0
C

s eæ ö= + ç ÷s è ø

&

     
(1)

여기서 σYd는 동적 항복 응력이며, σY는 정적 항복 
응력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방푝벽은 연강재 (σY=235MPa)로 
만들어졌으며, 얀강재 이며, 연강재의 Cowper & Symonds 
계수는 C=40.5, q=5이다.

3.2 경계조건

해양플랜트에 설치되는 방폭벽은 동일한 파형의 
연속이기 때문에 좌·우 양끝은 대칭조건(Symmetric 
condition)을 사용하였으며, 위·아래는 Deck에 고정이 
되므로 완전고정(Fixed condition)을 사용하였다. Fig. 8과 
Table 2는  본 연구에 적용된 경계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3.3 하중조건

본 연구에서는 Fig. 9과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 형상의 
폭발 하중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최대압력(Peak 
pressure)과 지속시간(Duration time)으로 정의된다. 폭발 
하중의 방향은 방폭벽의 횡방향으로 작용하였다(Fig. 10).



Case No. Peak pressure 
(bar)

Duration time 
(s)

Impulse 
(bar·s)

1 1 0.0620 0.031
2 1 0.7600 0.038
3 1 0.1000 0.050
4 1 0.1120 0.056
5 1 0.1260 0.063
6 1 0.1500 0.075
7 2 0.0310 0.031
8 2 0.0380 0.038
9 2 0.0500 0.050
10 2 0.0560 0.056
11 2 0.0630 0.063
12 2 0.0750 0.075
13 3 0.0270 0.031
14 3 0.0253 0.038
15 3 0.0333 0.050

16 3 0.0373 0.056
17 3 0.0420 0.063
18 3 0.0500 0.075
19 4 0.0155 0.031
20 4 0.0190 0.038
21 4 0.0250 0.050
22 4 0.0280 0.056
23 4 0.0315 0.063
24 4 0.0375 0.075
25 5 0.0124 0.031
26 5 0.0152 0.038
27 5 0.0200 0.050
28 5 0.0224 0.056
29 5 0.0252 0.063
30 5 0.0300 0.075

time

Pr
es

su
re

tdtd/2

Peak

Fig. 9 Symmetrical triangular pulse load.
y

Fig. 10 Applied direction of blast loading for blast walls.

최대 압렵의 크기 및 지속시간에 따른 영구 처짐량 
변화와 보강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하중 
조건을 사용하였다. 1bar 미만의 압력에서는 방폭벽의 
영구 처짐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중조건에서 제외 
하였으며, 1, 2, 3, 4, 5bar의 압력 및 0.031, 0.038, 0.050, 
0.056, 0.063, 0.075bar·s의 충격량을 적용하였다. 
최대 압력과 지속시간의 조합으로 각 대상구조물에 대하여 
총 30가지의 하중조건을 사용하여 보강재 유무에 따른 
영구처짐량을 비교하였다(Table 3).

Table 3 Loading scenarios

4. 해석 결과
4.1 정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구조응답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동적하중을 받는 방폭벽의 보강 
유무에 따른 구조응답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며, 본 장에서 
그 결과를 다루고 있다.

Fig. 11은 보강재의 개수 및 두께에 따른 정적구조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좌굴이 잘 발생하는 부분에 
보강재가 있는 경우는 방폭벽의 좌굴강도를 
증가시켜주면서, 최대 처짐량이 작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두 개의 보강재가 방폭벽의 높이 방향 
중심에서 대칭으로 설치 된 경우는 발생하는 좌굴강도를 
증가시키지 못하여, 방폭벽의 강도를 보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강재의 두께는 방폭벽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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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ximum deflection of blast walls under static 
load

4.2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구조응답특성

Figs. 12-16은 폭발 하중을 받는 방폭벽의 보강재의 
유무 및 두께에 따른 영구 처짐량을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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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ermanent deflection of blast walls under 
explosion loads (1bar)

정적하중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폭벽의 중앙에 
보강재가 있는 경우는 처짐이 작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중앙과 떨어진 곳에 두 개의 보강재가 설치된 
경우는 보강되지 않은 방폭벽과 영구 처짐량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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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ermanent deflection of blast walls under 
explosion loads (2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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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ermanent deflection of blast walls under 
explosion loads (3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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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ermanent deflection of blast walls under 
explosion loads (4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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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ermanent deflection of blast walls under 
explosion loads (5bar).

또한, 보강재의 두께의 영향은 폭발 하중을 받는 
방폭벽의 구조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s. 15와 16은 큰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의 
영구처짐량을 나타내며, 1, 2, 3bar와 비교하여 충격량이 
0.06bar·s보다 커지면서 영구처짐량의 변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파형 방폭벽이 횡압력에 
의해 좌굴발생을 지나 판의 형태로 변하기 떄문이라 
사료된다.(동적하중에 의한 부분적 소성으로 발생되는 
좌굴에서 보다 큰 동하중에 의한 전체적인 소성변형이 
발생었다고 사료 되어진다.)

4.3 압력-충격량 곡선 (P-I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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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ypical pressure-impulse diagram

Fig. 17은 전형적인 압력-충격량 곡선을 나타나며, 이 
곡선은 구간에 따라, 충격량 변화에 민감한 Impulsive, 
압력과 충격량 변화에 민감한 Dynamically 그리고 압력 
변화에 민감한 Pressure sensitive region으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압력-충격량 곡선을 이용하여, 폭발 하중을 
받는 방폭벽의 동적구조응답 특성 보기 쉽슆게 정의되며, 
방폭벽 설계에 이용이 된다.

4.2절에서 보여진 보강유무에 따른 파형 방폭벽의 
동적구조응답 특성을 이용하여 압력-충격량 곡선 
(Pressure-impulse curve)를 생성하였다.

Eq.(1)은 압력-충격량 곡선 생성을 위해 가정된 Fitting 
곡선이며, 이를 이용하여 각각 영구처짐량에 따른 
압력-충격량 곡선을 표현하였다.

21 I I
P
= a +b + g            

  (1)
여기서, P는 최대압력, I는 충격량 그리고 α, β, γ는 다항식 
계수를 나타낸다.

Figs. 18-20는 앞선 Fitting 식을 이용하여 표현된 각 
처짐량에 따른 압력-충격량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Fig. 18은 영구처짐량이 1mm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소성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를 
하였다.  Pressure sensitive region으로 갈수록 보강유무 
및 두께에 따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Impulse 
sensitive region에서는 소성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충격량이 보강재가 없는 방폭벽복에 비해 보강이 된 



경우가 최대 2배까지 필요하다. 이는 보강된 방폭벽의 
강도가 최대 2배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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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ressure-impulse diagram of blast walls with 1mm 
permanent deflection

Figs. 19와 20은 영구처짐량이 100mm 및 400mm인 
경우이며, 영구처짐량이 1mm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Impulse sensitive region으로 갈수록 보강재의 유무에 따른 
방폭벽의 강도가 증가 함을 보여준다. 다만, 보강재의 
두께에 따른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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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ressure-impulse diagram of blast walls with 
100mm permanent d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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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ressure-impulse diagram of blast walls with 
400mm permanent deflection

5.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방폭벽을 판 형태의 보강재로 

보강 하였을 때의 방폭벽의 구조 거동이 조사 되었다. 
대상 구조물은 보강재의 유무에 따라, 기존의 방폭벽, 
하나의 보강재가 설치된 방폭벽 그리고 두 개의 보강재가 
설치된 방폭벽으로써, 보강재 개수에 따른 구조 강도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보강재의 두께에 따른 영향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l 방폭벽의 중앙에 보강재를 설치 하였을 경우 

6.5-9.5%까지의 처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l 보강재가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경우가 처짐이 더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초 좌굴이 발생하는 
위치에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 보강재의 설치 유무에 따른 처짐은 감소하였으나, 
보강재 두께에 따른 감소는 미미함으로, 두께를 
두껍게 하여 보강을 할 필요는 없다.

l 폭발 하중은 높은 압력과 짧은 지속시간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압력-충격량 곡선의 Impulse sensitive에 
속하며, 폭발 하중이 발생 할 경우 보강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량을 흡수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보강재 개수 및 두께에 따른 
구조 응답 특성은 향후 해양플랜트 방폭벽의 효율적인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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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반의 확률론적 FPSO 화재 위험도 해석에 관한 연구
김연림(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장범선(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A Study on Scenario Based Probabilistic Fire Risk Analysis for FPSO
YANLIN JIN, Beom Seon Jang

요 약
Since many offshore platforms are involved in exploiting flammable oil & gas, fires on offshore platforms contribute to 

a major part of the total risk. Nevertheless, the existing methodologies of fire risk analysis used in industry are still not 
reasonable enough to estimate a proper fire risk. In this paper, a scenario based fire risk analysis method is proposed to 
complement some problems in existing methodologies. A fire risk assessment of FPSO’s 1st separation module is carried 
out to demonstrate the proposed method.
Keywords : HAZID(Hazard Identification), FRA(Fire Risk Analysis), Critical Target, PFP(Passive Fire Protection), Fire frequency

1. 서 론
FPSO 해양플랜트는 해저 석유나 가스를 정제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Topside 프로세스 구역내의 화재 사고는 
위치, 방향, 누출 속도 및 양 등 변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서로 다르다. 하지만 화재 사고를 결정하는 위의 인자들은 
모두 랜덤변수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할 화재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따라서 기존의 FPSO 화재 
위험도 평가는 위의 변수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확률론적으로 
접근하고 일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여러 경우의 화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화재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사용되고 있는 화재 위험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 각각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보완된 화재 위험도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한 방법을 실제 FPSO 1st separation 모듈에 
적용하여 간략화된 위험도 해석 과정을 보여주었다.

2. 기존 화재 위험도 해석 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화재 위험도 해석을 하는 주요한 목적은 타겟 구조물이
나 장비에 가해지는 화재 사고의 피해를 평가하여 타겟 구
조물이나 장비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중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구
조물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화재 위험도 해석을 수행
한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위험도 감소 
조치들을 적용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지를 판
단한다. 다음 절에는 현재 응용되고 있는 화재 위험도 해
석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되어있다.

기존의 해양플랜트 화재 위험도 해석 방법론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적 위험도 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기
본지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화재 위험도 해석이 전체 
위험도 평가 프로세스 중 위치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선
후 과정과의 그 들 사이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아래 그림은 전체적인 위험도 평가에 대한 흐름을 
간단히 보여주고 있다. 그 중 화재 위험도 해석은 각각 
preliminary risk assessment 단계와 detailed risk 
assessment 단계 중의 consequence 평가 부분에서 수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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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Time (min) 5 10 30 60 120
Flame length (m) 23 12 10 8.5 7.6

 
Fig. 1 General procedure of risk analysis

PRA(Preliminary Risk Assessment)의 경우 화재 시뮬레
이션의 대상은, HAZID와 Critical Event Register / Scenario 
Development 단계를 거쳐서 얻게 되는 발생 가능한 화재
사고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DRA(Detailed Risk Analysis)
에서는 PRA를 거쳐서 선택된 representative main scenario
에 대해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Representative 
main scenario는 risk matrix에서 발생빈도와 risk level이 상
대적으로 높은 영역의 시나리오로 선정이 된다. 자세한 위
험도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참고문헌[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해양 프로젝트에서 사용
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1 화염 크기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 방법
기존의 FPSO 프로젝트 경우를 보면 대부분 FRA (Fire 

Risk Analysis) 는  FEED단계에서 수행되며 그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화재 해석 결과를 통해서 critical target 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PFP의 적용 범위, sub-deluge zone 등
을 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FRA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P&ID, PFD 등 도면을 이용하여 전체 FPSO의 영역을 
여러 개의 isolatable section으로 나누고 각 isolatable 
section 에서 주요한 inventory를 식별하고 inventory의 여
러 가지 정보와 속성을 파악한다. 다음 inventory의 정보에 
따라서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main inventory를 선
택하고 각 모듈 단위로 선택된 inventory에 근거하여 FRA
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leak rate에 따른 빈도수, 점화 
확률로부터의 하나의 화재 시나리오 확률을 계산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간단화된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화
염 크기에 대한 exceedance curve를 그린다. 그리고, 그 
exceedance curve로부터 각 duration에서 design criteria 
frequency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flame length를 결정한다. 

P1 P2 P3 P6P5P4 P7 P8

S1 S2 S3 S6S5S4 S7 S8

Pipe Rack

Utility Area Process Area

Critical target A
Time to failure: 5min

Fig. 2 Fire risk analysis by flame length

Table 1 Design value of flame length for each duration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P5 모듈까지 9m 떨어진 곳에 
critical target A가 위치해 있고 A가 제트화재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failure 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이라고 가정하자. P5 모듈에 존재하는 inventory 
(예: 1st separation train) 에서 제트화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표 1과 같이 우선 5분이 지나면 flame 
length 가 23m이므로 critical target A는 PFP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 60분이 지나면  최대 
flame length 는 8.5m가 되고, critical target A는 
화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critical target A에는 
H-60의 PFP가 적용되어야 함을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화염의 크기와 duration을 판단 근거로 
화재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topside geometry 
형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화염의 길이가 화재 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만약 topside의 
geometry를 고려하여 화염의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화재의 방향에 따라서 geometry의 밀집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트 화재라도 방향에 따라서 화염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topside geometry는 그림 3과 같은 
shading effect를 유발시켜 화재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제트화재의 발생위치는 inventory의 정확한 
위치와 관계없이 하나의 모듈 중 critical target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화염의 방향 역시 
무조건 critical target를 향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는 가스 
누출 확률이 높은 flange나 valve 위치에서 critical 
target까지의 거리와 화염의 길이를 비교해야 하고, 화염의 
방향 역시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방법은 화재 위험도를 평가하는 topside의 
장비와 배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FEED단계에서는 
대략적인 위험도 평가로는 적절할지 모르나, 상세설계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평가 방법으로 그대로 사용하기 
지나치게 보수적인 면이 있다. 



Fig. 3 Example of shading effect [2]

2.2 Heat Dose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 방법

화재 위험도를 해석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heat 
dose를 이용하여 확률론적으로 design accidental load 
DAL(Design Accidental Load)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1]. 
이 방법에서는 leak rate, 화재발생 위치, 화염 방향, Wind 
condition, duration 등의 영향을 확률적으로 고려하여 heat 
dose에 대한 그림 4와 같은 exceedance curve를 그린다. 
주어진 acceptance frequency에 따라 이로부터 heat 
flux와 duration 곱의 적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 DAL fire 
dose 값을 결정한다 (그림 5 예시 참조). Preliminary Risk 
Analysis에서 결정된 각 시나리오의 정량적인 heat dose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트 화재의 발생 시부터 소멸 
때까지의 전체 시간에 대해 3D transient 화재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3D 
transient 화재 CFD 시뮬레이션은 매우 오래 해석 시간이 
소요되며, 더욱이 이러한 해석을 각각의 시나리오에 모두 
수행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 

DAL

Fig. 4 Heat dose exceedance curve

Fig. 5 Design Accidental Case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napshot 
방법을 도입한다. “Snapshot”이란 몇 가지의 leak rate에 
대해 각각 steady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화재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heat flux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제트화재가 초기부터 소멸까지, 즉 초기 leak 
rate가 가장 클 때부터, 0이 될 때까지의 연속적인 curve를, 
앞서 구한 몇 개의 snapshot과 해당되는 duration으로 
치환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화재시간에 걸쳐 누적되는 
heat dose 값은 앞서 구한 각각의 snapshot에 해당되는 
heat flux와 duration을 각각 곱해 전체 heat dose값을 
근사적으로 계산한다. 이 접근 방법은 heat flux가 
온도와는 달리 누적되는 성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어떤 한 순간의 heat flux의 값은 그 전의 heat 
flux의 값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snapshot에 기반한 화재 위험도 평가 방법은 긴 
시간의 3D CFD 화재 시뮬레이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 
시뮬레이션 중 최대 heat flux가 나타나는 몇 개의 위치에 
대해서만 heat dose 값을 계산하고, 화재 시나리오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화재 현상을 
고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구조물의 응답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DAL 값에 
해당되는 몇 개의 화재 시나리오 (leak rate, leak profile)에 
대해서 화재 시뮬레이션을 다시 수행한다. 이때 화재 발생 
위치와 화염방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의 부위, 즉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부재가 화염에 집중적으로 노출되게 
끔 결정하여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때문에 실제 
화재와는 화재 발생위치를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재 
시나리오를 결정할 때 heat dose에 대한 확률분포로부터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목적인 구조 부재의 화재 
손상관점에서 결정된 시나리오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구조 파괴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
화재 사고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재 위험도를 결정하는 인자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화재 위험도 평가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험도를 결정하는 인자들은 대체로 누출 위치, 누출 
방향, duration, 바람, transient 누출 속도, geometry 형상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제트 화재는 높은 가스의 누출 
운동량 때문에 바람의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지만 누출 
방향에 따라서 구조물이 impinging 될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평가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풀 화재는 화염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많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누출 방향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소개한 두 방법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직접적인 구조 파손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화재 해석 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화염 
길이에 대한 확률론적 방법은 화재 위험도를 결정하는 
인자 중 geometry 형상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Heat dose에 대한 확률론적 방법은 DAL fire load 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최대 heat dose 값이 직접적인 구조 
파손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결정된 몇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구조물 PFP를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화재 
누출 위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해석 방법의 문제점을 보안하는 
동시에 화재 위험도에 영향 주는 인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6 과 같이 새로운 화재 
위험도 해석 방법을 제안한다. 

 
Fig. 6 General procedure of suggested FRA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화재 위험도 해석 방법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에서 모두 언급하지 않았던 누출 
위치에 관하여 대상 모듈의 프로세스 및 배관배치를 
분석하여 누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미리 선정하고 그 
확률을 분석한다. 흔히 FPSO 프로세스 모듈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파이프를 서로 연결해주는 
flange 부분이나 프로세스를 차단해주는 밸브 부분이다. 
따라서 누출 발생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 
모듈 프로세스 내부의 flange, 차단 valve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부분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이드로 카본의 상태 (phase) 및 압력을 판단한다. 다음 
각 대상 모듈에 존재하는 주 inventory를 확인하고 
inventory의 상태에 따라서 누출 duration과 시간에 따른 
누출 속도 분포를 계산한다.  Duration 및 누출 속도는 
ESD (Emergency shutdown), EDP(Emergency 
depressurization), BD(Blow down) valve의 작동 여부에 



A1 Separator A gas outlet flange 
A2 Separator A gas 수송 파이프 중의 flange
A3 Separator A gas 수송 파이프 중의 valve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들의 작동 여부의 영향을 고려하여 누출 
profile을 계산한다. 그 다음 누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의 부위를 사전에 판단하고 각 누출 
위치마다 선택된 취약한 부위로 향하는 방향을 주요 누출 
방향으로 지정한다. 실제 구조물에 대하여 화재 위험도 
해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지지 
구조물이 붕괴되어 EER (Escape, Evacuation and 
Rescue)또는 critical 장비에 얼마만큼의 타격을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구조물의 취약한 
부위로 화재 방향을 선정하는 것은 구조물의 붕괴를 
평가하려는 관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의 부위는 국부 장비 
하중을 견디는 horizontal main frame이나 전체 구조물을 
지지하는 vertical main frame을 예로 들수 있다. 각 방향에 
확률 값도 정의하여 방향 선정에 대한 주관적인 영향을 
최소화 한다. 점화확률은 초기 누출 rate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누출위치, 누출 rate, 누출 
방향에 의해 fire case를 결정하고, 각각의 발생 빈도수를 
계산한다. 시간에 따라 누출 속도가 점차 줄어드는 동적인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2절에서 언급한 
snapshot 방법을 사용한다. 각각의 snapshot에 대해 
steady한 상태까지 도달할 때의 화재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heat flux 값을 계산한다. 하나의 fire case에 
대한 heat flux 분포는 그 case의 누출 profile을 몇 개의 
snapshot으로 분리하고, 그 snapshot의 heat flux 
값으로부터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화재 위험도 해석의 마지막 단계인 PFP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이렇게 얻어진 heat flux 이용하여 열응력 
해석이나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파손 여부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450도에서 강철의 물성치는 상온에 
비하여 약 50% 감소되어[1] 구조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열 전달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도가 450도 
이상 되는 구조물의 부위는 파손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열응력해석을 해서 과도한 소성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를 파손이 발생한 상태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기존의 두 화재 위험도 해석 방법에서는 
정량적인 DAL을 결정하기 위해서 flame length거나 heat 
dose와 같은 물리량을 이용하여 exceedance curve를 
작성하였다. 본 방법에서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관심이 
되는 구조 부재에 대해 파손 빈도수를 직접 구하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다. 

4. 화재 시나리오 예제
이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새로운 화재 위험도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FPSO 1st separation 모듈의 
horizontal main frame에 대한 PFP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1st Separation 

Fig. 7 PDMS model of 1st separation module

 그림과 같이 본 논문의 해석 대상인 1st separation 모듈은 
process deck, upper deck, top deck 3층 구조로 구성되었고 
주요한 inventory 는 process deck 에 위치하고 있는 1st 
stage separator, gas inventory 와 oil inventory이다. 1st stage 
separator의 압력과 부피는 각각 12.75bara 와 187.7m3 
이다. 

본 논문에서 1st separation 모듈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도 
해석을 수행하는 목적은 모든 경우의 화재를 고려하여 
정확한 위험도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제시한 
새로운 화재 위험도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화재 위험도 해석을 어떻게 수행하는 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몇 가지 경우의 제트 화재를 
예로 들어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그 중 
일부분을 선택하여 실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 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누출 발생 가능성이 높을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separation 모듈의 P&ID, PFD 
도면을 분석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6개의 주요한 누출 
위치를 선정하였다. 

Table 3 Main leak location list



B1 Separator B gas outlet flange 
B2 Separator B gas 수송 파이프 중의 flange
B3 Separator B gas 수송 파이프 중의 valve

A1 A2
Fire size Leak rate Pdir Fire size Leak rate Pdir

Case1
small 0.5 kg/s 0.2 small 0.5 kg/s 0.2

medium 5 kg/s 0.2 medium 5 kg/s 0.2
large 12 kg/s 0.2 large 12 kg/s 0.2

Case2
small 0.5 kg/s 0.2 small 0.5 kg/s 0.2

medium 5 kg/s 0.2 medium 5 kg/s 0.2
large 12 kg/s 0.2 large 12 kg/s 0.2

Case3
small 0.5 kg/s 0.2 small 0.5 kg/s 0.2

medium 5 kg/s 0.2 medium 5 kg/s 0.2
large 12 kg/s 0.2 large 12 kg/s 0.2

Others 0.4 0.4

A1 for Case1,2,3
Fire size S M L
Release frequency 2.7E-02 1.9E-03 3.3-04
Ignition probabilities 0.003 0.018 0.145
Direction probabilities 1/5 1/5 1/5
Fire frequency 1.6E-05 6.8E-06 9.6E-06

A2 for Case1,2,3
Fire size S M L
Release frequency 2.0E-02 1.7E-03 3.0-04
Ignition probabilities 0.003 0.018 0.145
Direction probabilities 1/5 1/5 1/5
Fire frequency 1.2E-05 6.1E-06 8.7E-06

Fig. 8 Presentation of main gas leak location

 정확한 위험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6개의 선정된 
누출 위치를 전부 고려해야 되지만 이 절에서는 새로운 
해석 방법론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A1, A2 두 개의 위치만을 선택하였고, 그림 9와 
같이 upper deck 을 주요한 고려 대상으로 각각 3개의 
주요한 누출 방향을 선정하였다. 

Fig. 9 Main jet fire directions from two leak locations

 기존의 해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case 마다 초기 
누출 속도에 따라서 small, medium, large 3가지 경우의 
화재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2개의 누출 위치에 대한 전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Table 3 Total scenarios for each leak location

 
Table 4 Fire frequency for A1

Table 5 Fire frequency for A2

최종 화재 발생 빈도는 위의 도표와 같이 각 
시나리오마다 누출 빈도에 점화확률, 화재 방향 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도표에서 나타낸 누출 빈도와 
점화확률은 실제 FPSO의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 
제시한 계산 예시를 위해 적절히 가정된 값이다. 
마찬가지로 본 제트 화재 방향에 대해서도 누출 위치와 
geometry 형상에 근거하여 각 방향의 확률을 위의 도표와 
같이 적절히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실제와 가까운 제트 화재를 
구현하기 위하여 transient 누출 속도를 화재 CFD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스 누출 속도는 
inventory의 압력, 온도, 누출 홀(hole) 3가지 인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누출이 발생하면 시간에 따라서 
inventory의 가스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이 점차 
떨어지고 따라서 누출 속도도 점차 감소하게 된다. 실제 
FPSO의 프로세스에는 ESD valve 와 EDP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해당 inventory를 차단하고 depressurization을 시켜서 누출 
속도와 duration을 감소시킨다. 아래 그래프는 실제 FPSO 
separation 모듈에서 가스가 누출 되었을 때 시간에 따른 
가스 누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는 ESD, EDP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이고 초기 누출 속도가 12kg/s 
이므로 large 화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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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ime dependent leak rate & inventory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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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ample of real leak rate
본 논문에서의 화재 CFD 시뮬레이션은 Kameleon 

FireEx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KFX의 장점은 해석시 3D 
geometry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염과 geometry 간의 
interaction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화재 현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KFX를 이용한 화재 시뮬레이션은 해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므로 해양플랜트의 전체 
시나리오를 실제 화재 지속 시간 동안만큼 해석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transient 
large, medium, small 화재의 연속적인 profile을 discrete한 
leak rate의 set (그림 12 중의 1-9)으로 표현하는 
snapshot 방법을 사용한다.  

각 leak rate에 대해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heat flux 
값을 구하고, 하나의 leak profile에 대한 연속적인 heat 
flux의 시간 분포를 단절적인 여러 개의 heat flux의 

조합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해서 실제 3가지의 3D 
transient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9개의 leak rate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근사함으로써 계산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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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resentation of overlapped leak rate profile

그림 13은 누출 위치 A1의 case1 경우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화재 발생 후 각각 11초 후와 54초 
후의 온도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leak 
rate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flame length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3 Example of transient jet fire



5. 구조물 열 전달 해석 및 위험도 평가
앞 절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계속하여 FAHT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열 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3]. FAHTS 프로그램은 KFX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KFX의 3D heat flux 
분포 결과 값을 바로 사용하여 구조물의 온도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14는 앞에서 언급한 snapshot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근사 heat flux 분포를 갖고 실제 
A1_case1_large에 대하여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16은 그림 15에서 나타낸 특정한 3개 
위치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14 Example result of thermal condu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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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xample of temperature logging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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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xample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t 3 points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강철의 물성치 (열전도도, 비열 
등)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uro code 3 [5]을 
참고하여 온도에 따른 강철의 물성치를 열 전달 해석에 
반영하였다.

Failure
T>450˚C

Fig. 17 Determined PFP area by thermal conduction result

다음 열전달 해석 결과로부터 구조물 부재의 파괴 
빈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 17과 같이 온도가 450도를 
넘는 구조물의 부재에는 파괴 확률 값 1을 주고, 다른 
부재는 0을 준다. 표 4에서 시나리오 A1_case1_large의 
발생빈도는 9.6E-06이므로 그림 17에서 450도를 
넘어선다고 표시한 부재들의 파괴 빈도는 9.6E-06이 된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다른 화재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upper deck 각 부재의 파괴 빈도를 
구하고, 그것을 다시 부재 별로 합산하면, 최종적으로 각 
부재별 누적 파괴 빈도수가 계산된다. 본 논문에서는 표 
3의 총 시나리오 중에서 A1_case1_large의 경우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upper deck 부재의 파괴 빈도수를 
계산하였고 나머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은 향후 수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각 부재에 대한 누적 파괴 빈도수를 모두 
얻게 되면, 거기에 design frequency criteria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PFP를 적용해야 할 부재를 결정할 수 있다. 

7. 결 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해양플랜트 프로세스 내의 화재 

사고는 아주 랜덤한 현상이므로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확률론적으로 화재를 결정하는 인자들을 다루고 
대표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화재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방법은 현재로써는 가장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해양플랜트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화재 
변수에 대하여 확률론적으로 접근하고 시나리오를 만들다 
보면 그 양이 방대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대략적인 해양플랜트 
화재 위험도 평가 (escalation 발생 여부, coarse 한 PFP 
결정) 를 하려고 할 때에는 2절에서 언급한 화염 크기에 
대한 확률론적 해석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도 있다. 
하지만 국부적으로 각 모듈에 대하여 보다 최적화된 PFP 
영역을 결정하고 화재에 따른 구조물의 응답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조 
부재별 파괴에 대한 확률론적 시나리오 기반의 화재 
위험도 해석 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는 
계속하여 누출 발생 위치, 누출 방향 등 화재를 결정하는 
인자의 실제 데이터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화재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No. 

10041090)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참 고 문 헌
[1] Technical Risk Assessment Methodology. TOTAL GS 
EP SAF 041. 
[2] Rune N. Kleiveland ComputIT, KFX Training Seminar, 
Seoul, Republic of Korea, 2013
[3] Fire Loading and Structural Response. FABIG 
Technical Note11. 
[4] FAHTS User’s Manual. 

[5] Structural Fire Design. Eurocode 3 , Part 1-2 , BS EN 
1993-1-2



  Filling rate를 고려한 FLNG선 탱크의 열해석에 관한 연구 
이병준, 한효원, 김기종, 이종환, 박대겸,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 

부산대학교 
 

A Study on Thermal Analysis of The FLNG Tank Considering Fill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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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NG FPSO repeats loading and unloading of LNG at cryogenic for a whole life of the vessel. On the reason, members have function to 
increase structure stability of FPSO are exposure to a risk of brittle fracture. Therefore, predic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in area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structure stability of a whole vessel. On this study, Ansys workbench including in commercial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is selected to analysis temperature distribution around of FPSO tank of SPB type. Based on different loading condition of FLNG 
compared with general LNGC, this study analyses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actual condition made by changing at filling r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on this study could be referred to select members of vessel structure design of FLNG. 
 
Keywords:  LNG-FPSO(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저장 및 하역 설비), Thermal analysis(열 해석), LNG(액화천연가스) FEM(유한 요소법) 
 

1. 서 론 
청정에너지인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연료로서 최근 고유가 및 
각종 환경 규제정책과 맞물려 전세계적으로 그 사용량이 증
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LNG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호주에서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됨에 따라 LNG 관련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심해 및 중소규모 가스전 개발을 위한 부유식 구조물의 필
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스전에 장기간 위치하여 가스를 
생산, 액화 및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LNG-FPSO(FLNG)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NG는 메탄(CH4)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대기압 하 극저
온(-163℃)으로 냉각하여 액화 시킨 액화천연가스로서, 액
화된 천연가스는 기체일 때의 1/600 용적을 가짐으로 경제
적인 저장 및 운송을 위하여, LNG CCS(Cargo Containment 
System)는 -163℃의 극저온상태를 유지한다. LNGC(LNG 
Carrier) 및 FLNG의 LNG CCS에 대한 저온액체화물의 온도

와 외부 조건(대기 및 해수온도)을 고려한 온도분포계산은 
관련 룰에 의해 선체 구조강재의 등급을 결정하고, 선체의 
열응력 및 열변형률 계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Kim, et al., 
2006).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자들은 LNGC에 대하여 기상 조
건, IMO/USCG/선급의 설계조건, Loading condition, 냉각시
간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한 LNG 탱크의 온도분포에 관한 수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Heo, et al., 2003; Lee, et al., 2003; 
Lee, et al., 2004). 

하지만 FLNG는 운항기간 동안 Full loading(약 98%)과 
Ballast loading(약 1%)의 특정 loading condition을 유지하
는 LNGC와 다르게 선박의 수명 동안 한곳에 위치하여 LNG
를 생산, 액화, 저장 및 하역을 반복 함으로서 시간에 따라 
탱크의 Filling rate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FLNG에 대한 온
도분포 계산시 시간에 따른 Filling rate를 고려해야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된 호주 Kuri 
bay에서 작업중인 FLNG SPB tank(Semi Prismatic type B)를 
가정하여 30일의 Offloading schedule을 고려한 열해석을 
상용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 Ansys workbench로 해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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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전달 이론 
SPB tank는 Barrier, insulation, access space, supporting 

structure, compartment, hull structure로 구성되며 각 구성간
에 전도 및 대류로 열전달이 일어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
는 전도와 대류를 고려한 열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열전달 
메커니즘의 주요이론 및 계수선정은 다음과 같다. 

2.1 전도 
한 물체에 온도구배가 존재하면 에너지는 고온부분에서 

저온부분으로 전도에 의해 전달된다. 단위 면적당 열전달률
은 면적에 수직한 방향의 온도구배에 비례함으로 식 (1)과 
같이 표현되고 비례상수를 고려하면 식 (2)와 같다.  

Tq A
x

D
µ -

D
                                            (1) 

(Fourier s Low)Tq kA
x

D ¢= -
D

                         (2) 

여기서 q는 열전달률, ∆T/∆x는 열이 전달되는 방향으로의 
온도구배이며, 상수 k는 물질의 열전도계수(Termal 
conductivity)이다. 등방성 물질일 경우 식 (3)을 만족하게 되
며, 물질의 상 변화에 따라 열전도율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
는데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그 크기가 증가한다.  

x y zk k k k= = =                                        (3) 
 

2.2 대류 
특정해역에 장기간 위치하여 운용되는 FLNG의 경우 선체 

외부와 접하는 공기와 해수에서 강제대류가 발생한다. 이때 
선체의 온도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치계산상의 경계조건
에 해당하는 미지의 값인 표면온도와 대류 열전달 계수(h)가 
정의 되어야 한다. 공기 및 해수에 의해 강제대류가 발생하

는 선체 외판에 대하여 Whitaker식을 사용하여 무차원의 Nu
수를 구한 후 대류 열전달 계수를 산출 하였다(Heo, et al., 
2003). 

0.8 0.430.029Re PrNu =                                 (4) 

Re VL
n

=                                                (5) 

위 식에서 Re수는 해당해역의 조류속도 V	 (m/s)를 대표속
도로 하고, 선체의 길이 L(m)을 대표길이로 하여 식 (6)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 (4)와 식 (5)로부터 대류 열 전달 
계수를 구할 수 있다.  

0.43 0.8 0.20.029 PrNu kh k L
L

n - -×
= =                   (6) 

여기서, ν는 동점성 계수(m2/s) 이다. 
2.3 구조 및 열적 물성치 

LNG CCS는 다양한 구조물 및 재료의 복합체로써 각각의 
열적 재료 물성치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온도 별 그 값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재료 및 온도에 대한 정확한 열적 물성
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값은 선행 연구된 자료를 참고하였
다(Choi, et al., 2011). 본 해석에 사용된 각 구조물의 두께 
와 열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LNG CCS 열해석 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Insulation
의 성능이며, 본 해석에 사용된 PUF Insulation 열전도 계수
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을 사용 하였으며 Fig. 1에 나
타나 있다(Choi, et al., 2011). 

3. 열해석 
3.1 대상구조물 

본 해석의 대상선박은 4개의 SPB tank를 가진 총 길이 
204.0m, 최대폭 60.0m의 FLNG다. 하지만, 모든 탱크에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wall and insulation materials  

 Thickness 
(mm) 

Density 
(kg/m3) 

Specific heat 
Cp(j/kgK) 

Thermal conductivity 
K(W/mK) 

Barrier (Al) 10 2650 900 121 
Insulation (PUF) 350 41.05 1045 - 

Access space (Air) 1100 1.217 1006 0.0254 
Inner hull (Steel) 18 7833 465 45 

Compartment(S. Water, Air) 3000 1.217 1004.9 0.0254 
Outer hull (Steel) 18 7833 465 45 



Fig. 1 Thermal conductivity of PUF 
 
대한 열 해석은 규모가 방대하여 해석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탱크가 종방향, 횡방향으로
이루고 있는 SPB 탱크 한 개의 1/4을 계산
해석 대상인 1/4 탱크로서 높이 22.5m, 
22.5m이며, 코퍼담(Cofferdam)은 저장탱크와
단면으로 1.0m의 길이를 갖는다. 
 

Fig. 2 Dimension of 1/4 SPB tank model
 

Fig. 3 FEM model of 1/4 SPB tank 

 

 소요시간이 많이 
횡방향으로 대칭을 

계산하였다. Fig. 2는 
22.5m, 폭 25.0m, 길이 

저장탱크와 동일한 

 
model 

 

Fig. 4 Schematic illustration of tank in thickness direction
 

3.3 해석조건
유한요소 해석 시 요소 수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의 증가는 해석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수 검토를 통하여 해석에 적절한
중요하다. 본 해석에 앞서 M
통해서 본 해석에서는 37,134개

한 곳에 장기간 위치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일정기간의 O
있는 FLNG의 저장탱크의 Filling rate
실시간 변화한다. 본 해석에서는
(30days)의 offloading schedule
하였으며, Fig. 5 에서 보이는 바와
10%씩 탱크가 채워져 Full loading(
채워지는데 총 30일이 소요되는
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 Scenarios of filling rate at
 

해상에 설치된 FLNG의 선체
조류에 의해 강제대류가 발생한다
표면온도, 유체의 속도, 대류계수가
대류계수는 Whitaker의 식을 
산정하였으며, 유체의 속도 및 
설치해역의 해상환경을 적용 하여

  
chematic illustration of tank in thickness direction 

 
해석조건 
수가 많을수록 실제의 거동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요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킴으로 요소 
적절한 요소 수를 선정하는 것은 

Mesh convergence study를 
개의 요소를 사용하였다. 
 가스를 생산, 처리, 저장의 
Offloading schedule을 가지고 

Filling rate는 가스 생산량에 따라 
해석에서는 대상선박이 한달 

schedule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정 
바와 같이 3.3일(288,000s)에 

Full loading(90%)까지 LNG가 
소요되는 시나리오를 선정 하여 열 

 
at LNG tank 

선체 외부는 바람과 파도 및 
발생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류계수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용하여 Nu수를 구한 후 
 표면온도는 Table 2와 같이 

하여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Table 2 Thermal boundary conditions 
 Speed 

(m/s) 
Temperature 

(oC) Location 
Wind 15.3 30.4 Kuri bay in 

Australia Current 0.2 28.5 
 

4. 해석결과 
 

Fig. 6과 같이 SPB tank를 Bottom, side, deck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선체 외판으로부터 탱크 내부방향으로 
온도를 측정하였다. Bottom, deck는 각각 해수와 대기에 
외판이 노출되는 부분이며, 탱크 지지부재의 영향을 보기 
위해 각 2곳에서 온도를 측정하였다. Side는 Filling rate 및 
흘수에 따라 내/외부 노출 온도조건이 변함을 고려하여 
20%(S-1), 30%(S-2), 70%(S-3), 80%(S-4)의 Filling 
rate를 갖는 4곳의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 하였으며, 이중 
2곳은 탱크 지지부재가 고려된 부분이다.  

 
Fig. 6 Measurement loca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Figs. 7-14는 측정 위치 별로 Filling rate 10%, 30%, 60%, 
90% 일 때의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Figs.7과 8은 Bottom의 온도분포로 30%이후 정상상태에 
도달하여 열 평형상태를 이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9 
~ Fig.12는 Side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Side에서 
S-1, S-2의 경우 Bottom과 같이 Filling rate 30%이후 
정상상태에 도달 하였으나, S-3은 Filling rate 60%까지 열 
평형상태를 유지하다 90%도달시 온도하강이 일어났다. 
S-4는 Filling rate에 따라 각기 다른 온도 분포를 보였다. 
이는 온도분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LNG와 
Barrier간의 접촉과 탱크 지지부재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판단 된다. Figs.12와 13은 Deck에서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결과로 대부분의 조건에서 열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Filling rate 90%에서는 탱크 지지부재에 의한 온도하강이 
나타났다.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at location B-1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 at location B-2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at location S-1 
 



 

 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 at location S-2 
 

 
 Fig. 11 Temperature distribution at location S-3 
 

 

 Fig. 12 Temperature distribution at location S-4 

 

 Fig. 13 Temperature distribution at location D-1 
 

 
 Fig. 14 Temperature distribution at location D-2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Kuri bay에 설치된 FLNG의 SPB 
tank를 대상으로 상용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를 사용하여 Filling rate를 고려한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FLNG CCS는 운항기간 동안 특정 Loading 
condition(Full/ballast loading)을 유지하는 LNGC CCS와 
다르게 Filling rate에 따라 다양한 온도분포를 나타냈다. 각 
부분별 온도분포 특성은 다음과 같다. 

l 선체 외판의 온도는 대기 및 해수 온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선체 내판은 Insulation system의 
성능 및 화물(LNG, NG)의 온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l Bottom의 온도분포는 탱크 지지부재의 유무가 
온도분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지만 Filling rate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었다. 이는 Bottom은 Filling 



rate에 상관없이 항상 LNG에 접촉 되어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l Deck는 Filling rate에 의한 Natural gas의 온도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 Side는 Filling rate에 따라 다양한 온도분포를 
나타냈다. LNG 접촉 전에는 탱크내부에 채워진 
Natural gas 온도에 집적적인 영향을 받으며, LNG 
접촉 전/후 에 다양한 온도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Filling rate에 대한 고려는 FLNG 
탱크 주변의 온도분포를 해석할 때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행한 FLNG CCS의 온도분포 해석은 
FLNG 구조 설계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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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down 한계를 관한 반복하중을 받아 헐 거더의 붕괴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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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yclic Loading associated with Shakedown Limit on 
Hull Girder Collapse

Xiaoming Zhang, Jung Kwan Seo, Bong Ju Kim and Jeom Kee Paik

요 약
A shakedown occurs when a structure responds steadily under cyclic loadings within appropriate limits after one or a 

few cycles of loading. In this study, a concept for assessing the elastic shakedown limit of a hull girder that considers 
the buckling effect is proposed in terms of hogging and sagging bending moments, which are dominant in the cyclic 
loadings of operating ships. The concept is applied to a Suezmax class double-hull oil tanker as an example, and the 
elastic shakedown limit results are analysed and compared with the ultimate vertical bending moments of the ship. This 
information will be useful in developing hull girder failure evaluations based on shakedown limits.

Keywords: Shakedown(셰이크다운), Cyclic loading(반복하중), Hull girder(헐 거더), Ultimate vertical bending moment(최종 종굽힘 모멘트), 
Failure evaluation(파괴 평가)

1. Introduction
The ultimate limit state is one of several limit states 

considered for steel structures based on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corresponding structure. The stress 
distribution-based method of calculating the ultimate 
vertical bending moments of a ship’s hull was first 
presumed by Caldwell [1], and in the last two decades, 
much of the literature has dealt with the ultimate strength 
of a hull under vertical bending moments using 
experimental, numerical, and analytical methods [2-7]. 
These methods have considered the problem of fixed 
loads and the progressive collapse behaviour of a hull 
with monotonic loads. While static ultimate vertical 
bending moments have also been considered, the 
practical loads on a hull may not satisfy this restriction. It 
is well known that in the case of a ship on the seaway, 

vertical bending moments are always produced repeatedly 
in terms of hogging and sagging, making it necessary to 
consider more general loading concepts.

Shakedown theorems have been developed to examine 
the plastic behaviour of continua and structures that are 
subjected to cyclic loadings with relative large ranges. 
Elastic shakedown indicates that a structure always 
responds elastically after some initial plastic flow of earlier 
loading cycles. Elastic shakedown limits can be used to 
assess the safe range of the cyclic load for the 
corresponding structure. The shakedown theorems were 
first applied to ships’ hull girders by Norman [8], who 
idealized a ship as a beam without taking the influence of 
buckling into account. His results showed that the vertical 
bending moments associated with an elastic shakedown 
limit are always lower or at most equal to the static 
ultimate vertical bending moments, and claimed that the 
shakedown limit should be used as a basis fo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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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rather than ultimate strength as Caldwell [1] 
proposed.

In this study, a concept for assessing the elastic 
shakedown limit that accounts for the buckling effect of a 
ship’s hull girders is proposed for vertical bending 
moments. Given that hogging and sagging cause low 
cycle response, it is reasonable to use static theorems. 
Based on the intelligent supersize finite element method 
(ISFEM), ALPS/HULL [9] is adopted as the main tool for 
processing the shakedown analysis, and a von Mises yield 
criterion with a safety factor equal to 1.0 is employed to 
determine the ultimate and first failure vertical bending 
moments of the hull girder. The concept is applied to a 
Suezmax class double-hull oil tanker, and the ship’s 
elastic shakedown limit results are analysed and 
compared with the static ultimate vertical bending 
moments.

2. Shakedown Phenomenon
Gruning coined the term ‘shakedown’ in 1929. Melan 

[10] presented a more general theorem referred to as the 
static shakedown, and Koiter [11] subsequently 
presenting a kinematic shakedown theorem. In general, 
the shakedown theorem can be used directly to determine 
whether any shakedown state exists in a structure, and if 
it exists to define the shakedown load range.

Steel is considered a kind of ductile material. In 
engineering, it is usually treated as elastic-perfectly 
plastic material. In the case of cyclic loading, the material 
properties are supposed to be cycle insensitive in this 
study, meaning that unloading and reloading is elastic so 
long as the stress remains less than the yield stress in 
magnitude.

2.1 Structural responses under cyclic loadings of 
different ranges

Deformation

Load

a) Elastic b) Elastic shakedown c) Plastic shakedown
(Cyclic collapse)

d) Ratchetting
(Incremental collapse)

Ultimate strength

Elastic limit

Fig. 1 Outline of the forms of structure response under 
cyclic loadings with different ranges

Fig. 1 illustrates the outline of different forms of 
structural response under cyclic loadings with different 
ranges. If the load is lower than the first yield load of the 
structure a),the response will be wholly elastic. When the 
cyclic load lies between the first yield and static ultimate 
loads, three types of elastic-plastic behaviour may occur, 
including elastic shakedown b), plastic shakedown c), 
and ratchetting d). In elastic shakedown b), plastic flow 
will occur in the first or first few initial cycles, which 
produce sequent self-equilibrium residual stress in the 
structure such that the structure will exhibit only elastic 
response. At higher loads c), each loading cycle leads to 
the structure of both elastic and plastic deformation. If a 
steady state of non-cumulative cyclic plasticity is closed, 
then it can be called plastic shakedown. Structures 
exhibiting plastic shakedown will fail after a finite number 
of loading cycles due to low-cycle fatigue [12]. However, 
under even larger loads d), each loading cycle may 
generate net increments of plastic deformation. The 
deformation will accumulate until incremental collapse of 
the structure occurs.

It is apparent that the corresponding elastic shakedown 
limit can be treated as a kind of cyclic load-bearing 
capacity for the structure.

2.2 Elastic shakedown of a simple structure
For an elastic-perfectly plastic beam with a rectangular 

cross-section, the elastic shakedown limits are usually 
expressed in terms of the static ultimate and first yielding 
bending moments of the beam based on analytical 
elastic-plastic analysis and infinitesimal displacements, as 
in classical beam theory [8, 13]. This approach gives the 
following inequalities.

 U R MIN R MAX UM M M M M M- £ + £ + £           (1)
 2MAX MIN YM M M- £                            (2)

Where, MU is ultimate bending moment, MR is 
self-equilibrium residual bending moment, MMAX is 
maximum bending moment, MMIN is Minimum bending 
moment, MY is first yielding bending moment.

Inequality (1) can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any 



shakedown state exists, and also gives a limit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incremental collapse. Inequality (2) 
prevents cyclic collapse. Norman [8] applied these 
formulas to calculate the elastic shakedown limit of a 
ship’s hull girder without considering the residual bending 
moment, by reason of idealizing a ship as a beam with 
free ends. The unloading and reloading processes, 
together with the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for the elastic 
shakedown state of a beam, have been described in the 
literature [8, 13-17]. In addition, Hodge [13] provided 
the mathematic explanation of inequality (2). Strictly 
speaking, the theoretical treatment in section 2.2 is valid 
only for idealized beams with doubly symmetric 
cross-sections.

3. Elastic shakedown of a ship’s hull 
girder

Ships’ hull girders are structures assembled by stiffened 
panels that contain many plate and stiffener elements. 
Paik et al. [5] proposed typical bending stress distribution 
across the cross-section of a ship’s hull at the ultimate 
limit state, as shown in Fig. 2. Determining the elastic 
shakedown limit of a ship’s hull girder using beam theory 
alone could result in a stress distribution error and cast 
doubt on the accuracy. In this study, ALPS/HULL based 
on ISFEM is employed as the main tool for processing the 
shakedown analysis, and the initial deflection effect in 
terms of the ISO 2007 formula is considered as follows.

20 1=opl tw . b 0 0015oc osw w . a= = (3)
Where, ωopl is maximum plate initial deflection, ωoc is 
column-type initial distortions of the longitudinal stiffeners, 
ωos is sideways initial distortion of the longitudinal 
stiffeners, β is plate slenderness ratio, t is plate thickness, 
a is the length of the plate.

Fig. 2 Typical bending stress distribution across the 
cross-section of a Suezmax-class double hull oil tanker 
under an ultimate hogging bending moment (+: tension; -: 
compression) obtained by numerical investigation [5]

In the case of a complex struc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loading and deformation can’t be identified 
simply. In this study, a simpler concept is proposed. If the 
loading for each part of the structure is within the 
shakedown limit, then the structure will be shaken down 
under the corresponding loading. For example, a ship’s 
hull girder will shake down if every element of the hull 
girder is bearing the load without exiting the shakedown 
limit. 

To determine the elastic shakedown limit of a ship’s hull 
girder, it is needed to first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sponse history of the hull girder, which can be 
implemented through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and 
then find the weakest elements corresponding to elastic 
shakedown (i.e., the elements that fail earliest). These 
elements are often found in areas that bear most of the 
loadings, usually the deck or bottom of a ship. If the 
loadings applied to these elements lie within the elastic 
shakedown limit, the hull girder will obviously shake down 
with the corresponding loading.

The failure modes for elements of the hull girder can 
mainly be divided into two parts: gross yielding for tension 
elements and buckling failure for compression elements. 
For more details about the failure modes, refer to [2-4, 9, 
18].

3.1 Elastic shakedown limit of a plate considering 
the buckling effect

Shakedown depends on the stress distribution and 
consideration of the material linearity. However, a 



structure’s geometric nonlinear response can encourage a 
large deflection and result in different stress distribution. 
As such, the geometric effect does influence the 
shakedown.

In the case of a ship bearing sagging bending moments, 
the deck will suffer compression loading. When the 
ultimate sagging bending moment is reached, some 
elements of the deck reach their ultimate strength and 
buckle, as shown in Fig. 3.

Plastic hinge

Fig. 3 Buckled plate due to compression loading
With an increase in plate deflection, the membrane 

stress is redistributed. Although the stress in the 
mid-width of the plate remains lower, that in the upper 
and/or lower faces in the mid-width will initially yield 
through bending action [18]. Without considering cracks, 
the mid-plate will be a plastic hinge in the extreme loading 
case, and the outline of stress distribution is shown in Fig. 
4 b). The compression unloading and residual stress are 
shown in Figs. 4 c) and d), respectively. Up to this point, 
the stress distribution of each loading step is the same as 
that of the beam mentioned in section 2. The tension 
reloading due to the hogging bending moment follows. 
The loading is within the elastic shakedown limit until the 
gross yielding is reached, as shown in Figs. 4 e) and f). 
This loading range is defined as the elastic shakedown 
limit of the plate because the stress remains less than the 
yielding stress in magnitude so that no plastic deformation 
is generated during the loading process. It is also 
apparent that the elastic region of a plate under axial 
force decreases when the buckling effect is considered.

Compression loading Compression unloading Residual stress Tension reloading

a) b) c) d) e) f)

σY σY

Fig. 4 Outline of stress distribution across a plate 
thickness during unloading and reloading

3.2 Applied example – Suezmax class double-hull 
oil tanker

A Suezmax class double-hull oil tanker’s elastic 
shakedown limit in terms of vertical bending moment is 
used as an example here. Fig. 5 shows the mid-ship 
section designs and the ALPS/HULL modeling together 
with material property of the hull structure.

b bB-2b

h

z

y

L = 261.00 m 
B =   48.00 m 
D =   23.20 mD

b     =  2.45 m
h     =  2.55 m
B/D=  2.07

Suezmax

a) Cross section and principle dimension

AH32
σY = 315 Mpa

AH36
σY = 355 Mpa

Mild Steel
σY = 235 Mpa

b) ALPS/HULL modeling together with Material grades and 
yield stress of the hull structural steels (Young’s modulus 
= 205800Mpa, Poisson ratio = 0.3)
Fig. 5 Target structure – Suezmax class double hull oil 
tanker [19]

3.3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elastic 
shakedown limit of a hull girder

Fig. 6 shows the key steps of the structural response 
history associated with elastic shakedown limits. Figs. 6 a) 
and b) indicate the ultimate hogging bending moment 
state, from which we can see that the deck fails due to 
gross yielding and the bottom part fails due to inelastic 
buckling. Figs. 6 c) and d) indicate the hull girder under 
sagging bending moment M1. In this step, first opposite 
failure elements come out with the stiffener web buckling 
of the deck. When the ultimate sagging bending moment 
is reached, as shown in Figs. 6 e) and f), buckling failure 



happens only in the deck. The corresponding first 
opposite failure elements are produced due to gross 
yielding in the deck stiffeners when the hull girder 
supports M2 of the hogging bending moment as shown in 
Fig. 6 g) and h).

a) Failure mode of ultimate hogging state (MUH)

b) Stress distribution of ultimate hogging state (MUH)

c) Failure mode of the hull girder under M1

d) Stress distribution of the hull girder under M1

e) Failure mode of ultimate sagging state (MUS)

f) Stress distribution of ultimate sagging state (MUS)

g) Failure mode of the hull girder under M2



GNm Value
MUS 14.76
MUH -12.44
M1 -6.57
M2 14.42

h) Stress distribution of the hull girder under M2

Fig. 6 Failure modes and the corresponding stress 
distributions of the key loading steps for the elastic 
shakedown limit of the hull girder

3.4 Elastic shakedown limit results of the Suezmax 
class double - hull oil tanker

The elastic shakedown limit of the Suezmax class 
double-hull oil tanker can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structural response history investigation, as shown in 
Fig. 7 a). Fig. 7 b) is plotted based on MUS < M < M2 or 
M1 < M < MUH for a better view of the elastic shakedown 
range. The safe cyclic loading range is defined as the 
blank part encased by solid lines. It indicates the static 
ultimate hogging and sagging bending moments, 
respectively. If the loading lies in the diagonal region, 
cyclic collapse or incremental collapse may occur in the 
hull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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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lastic shakedown limits for the Suezmax-class 
double-hull oil tanker’s hull girder

Table 1 Values of bending moments in Fig. 7

4. Conclusions
This study proposed a more accurate approach to 

assessing a ship’s elastic shakedown limit while taking the 
buckling effect into account. The elastic shakedown limit 
of a Suezmax class double-hull oil tanker was 
investigated as an example,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bending moments associated with the elastic shakedown 
limit were less than or equal to the static ultimate bending 
moments of the ship. As such, a ship may fail at applying 
a moment that is smaller than the static ultimate vertical 
bending moment due to the elastic shakedown not being 
achieved.

In addition, it can also be supposed that if the elastic 
shakedown state is not achieved by a complex structure 
such as a hull girder, then the structure may not entirely 
fail immediately; however, local collapse may occur in 
some elements at an early stage. If cyclic loadings keep 
acting on the structure at the same magnitude, the 
collapse will expand and could cause strength to 



decrease until the whole structure f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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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초고압 환경에서의 응력을 고려한 전력기기의 특성해석 
및 시험방법 개발

이선권, 강규홍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Development of Characteristic Analysis and Test Method of 
Subsea Power Equipment in Extremely High Pressure Condition 

Considering Mechanical Stress
Sun-Kwon Lee, Gyu-Hong Kang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심해저 전력기기에 적용된 전기강판의 심해저 고압환경에 따른 기계적 응력이 특성열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기강판의 기계적 응력 하에서의 자성특성 열화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고, 심해저 전력기기 구조 및 
적용환경에 따른 응력 발생기구 및 그 영향을 정리하였다. 기계적 응력을 고려한 전력기기의 성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제안하였고, 시험검증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심해저 적용 전력기기의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전기강판의 기계적 응력을 고려한 전력기기 구조 및 전자계 연성 설계에 대한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Subsea (심해저), Extremely high pressure (초고압), Power equipment(전력기기), Electric machine (전기기기), Electrical 
steel(전기강판)

1. 서 론
에너지 수요, 가격 변화에 따라 Oil & Gas 관련 

해양플랜트의 수요는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Oil 
& Gas 매장량의 73%가 해양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체 Oil & Gas 관련 투자도 
해양부분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심해자원 
생산을 위한 심해용 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Subsea System 기술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심해저 장비는 초고압 환경 
조건에서 30년 이상 문제 없이 사용될 것을 요구 받고 
있으며, 극한 환경을 고려한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특히, 심해 작업환경이 6,000m이상으로 
깊어지고 있어, 초고압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심해저 전력기기는 전기동력장치인 전동기, 
전력변환장치, 전원장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ROV를 
추진하는 Electrical ROV Thruster, 심해저 대용량 pump 및 
압축기 구동용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기기에는 전기강판이 적용되고 있으며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이다. 전동기에 
적용되는 Stator 부분은 외부 Case 내부에 조립되어 
있어 Case에 인가되는 고압력에 의한 기계적 응력이 
전달되는 구조에 놓여있다. 전기강판의 특성저하는 
전력기기의 성능저하는 물론 손실의 증가로 인한 발열의 
증가로 시스템을 열화 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기강판에 기계적 응력이 인가되면 전기강판의 
자화특성이 열화 되고, 철손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기기의 성능저하와 온도상승의 증가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기기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특히, 심해저 
환경은 압력이 높은 상태이므로 전력기기의 전기강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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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응력이 인가되는 발생기구가 된다. 초고압 환경 
적용을 위해 전력기기의 내부압력과 외부압력의 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Oil 등을 이용하여 내부압력을 높이는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강판에 인가 되는 
응력상승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력기자재의 심해저 적용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J. Zou (2012)는 내부 압력을 고려한 
전동기의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D. Ishak (2010)은 
전기구동 Thruster의 특성해석 및 구동모듈 설계를 하였다. 
K. Fujisaki (2007, 2004)는 전기강판의 기계적 응력을 
고려한 전자기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M. Luck (2010)은 
심해저 적용을 위한 pressure tolerant system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심해저 초고압 환경에서의 전기강판 
기계적 응력을 고려한 전력기기의 특성해석 기법에 대해 
다룬다. 정격출력 3kW급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 PMSM)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계적 응력 하에서의 전기강판 
특성열화에 대해 고찰하였고, 응력조건에 따른 대상 
전동기의 특성변화를 분석하였다. 기계적 응력 하에서 
전력기기의 특성저화와 손실분포특성의 변화를 고찰하였고, 
이는 온도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품 열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심해저 전력기기의 초고압 
환경하에서 전기강판의 구조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검증시험 기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전기강판의 기계응력 효과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인가되면 

전기강판의 자화특성과 철손특성은 Fig. 1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특히, 압축응력이 인가되면, 자화특성은 
열화 되고 철손은 상승하여 기기의 성능 저하를 야기한다. 
인장응력 하에서는 자성특성은 유사하고, 철손 특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고자장에서는 오히려 자성특성이 
열화되며, 20MPa 이상의 응력이 인가되면 열화가 
진행된다. 기계적 응력에 따른 전기강판의 철손특성의 
열화는 자속밀도가 높을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기기가 소형화되어 자속밀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계적 
응력에 따른 전력기기의 특성열화 효과는 더욱 커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기강판을 사용하는 전력기기는 
제조공정에서부터 다양한 응력발생 기구를 가진다. 
전기강판 자체의 제조공정에서 압연방향으로 인장이 
발생하고, 압연방향의 수직으로 이에 반응하는 압축응력을 
받는다. 전기강판을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 시 타발 금형을 

이용한 펀칭 공정 또한 잔류 응력을 야기하고, 필요 시 
응력소둔 제거 공정을 통해 이를 완화시켜주기도 한다. 
특히 전동기의 고정자 Core의 경우 Case와 조립시 
압입공차에 의해 압축응력을 항상 받는 상태에서 동작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조공정상의 응력 이외에 심해저 
초고압 압력조건에 노출될 경우 Case 외부에서 전달되는 
압력으로 인해 압축응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기의 특성열화 및 발열의 증가로 인한 신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외부 압력에 의한 기구적 변형 
이외에 이러한 응력 저감을 위해 Case 두께가 두꺼워지고, 
소재 또한 강하게 되어 기기의 size는 증대되고 경제성이 
낮아지게 된다. 압력 균형을 위해 내압을 유지할 경우에도 
이 내압에 의해 전기강판에 응력이 전달되며 각종 손실의 
증가를 수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심해저 전력기기의 Stator core에 인가될 수 있는 
응력발생기구를 Fig. 2에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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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gnetic characteristics and iron loss of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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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주요치수
Stator Outer Dia. 160mm
Rotor Outer Dia. 100mm
Stack Length 54mm
Electrical Steel 50PH270
Air gap Length 0.7mm

Residual Induction 1.21T

Fig. 2 Mechanical stress source of subsea electric 
machine

3. 압력환경을 고려한 전력기기 
특성해석
3.1 해석모델

Fig. 3은 해석대상 전력기기의 1/2 단면을 나타낸다. 
대상 전력기기는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Surfac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 
SPMSM)로 정격출력 3kW급이며, ROV Thruster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해석대상의 자기회로는 Stator core와, 
Rotor core, 권선, 영구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한 
사양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3 Cross section of analysis model

Table 1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

3.2 전자계 유한요소해석

전기강판의 기계적 응력을 고려한 전자계 특성해석의 
프로세서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전기강판의 기계적 
응력분포를 고려한 B-H특성 Curve를 적용하고, 
해석결과의 자속밀도 특성분석을 통해 철손특성을 
계산하는 수순이다. 전자계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식 (1)과 같고, 철손계산을 위한 수식은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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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자기벡터 포텐셜, ⌀는 스칼라 포텐셜, J0는 

전류밀도, v와 s 는 각각 자기 conductivity와 전기 
conductivity이다. Kh는 히스테리시스 계수, Kc는 와전류 계수, 
Ke는 excess 계수, f는 주파수, Bm은 자속밀도의 최대값이다.

철손 계산을 위한 각 계수들은 Fig. 1 (b)의 B-W data를 
curve-fitting하여 얻을 수 있다.

Fig. 4 Process of Electromagnetic field computation 
considering mechanical stress

3.3 해석결과
전기강판에 기계적 응력이 없는 normal condition과 

stator core에 30MPa의 압축응력이 인가된 경우의 
자속밀도 분포해석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6은 
토크특성 해석결과이다. 코깅토크는 전류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자석과 자기회로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맥동으로 응력에 따른 stator pole shoe 부분의 자속밀도 
분포의 차이로 패턴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본 해석대상 모델에서는 맥동의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소음 진동원의 증가로 나타났다. 
정격토크 해석결과 전기강판의 자화특성 열화로 인해 
발생토크가 줄어들어 성능 저하로 작용하였다. 30MPa인 
경우 1%정도의 성능저하가 있는 것으로 해석결과가 
나타났고, 압축응력이 증가한다면 성능저하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 Normal condition

(b) 30MPa(compressive) on stator core
Fig. 5 Magnetic flux density distribution

(a) Cogging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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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rque characteristics

Fig. 7은 해석대상모델의 철손해석 결과이다. 응력이 
주어지지 않은 Normal condition과 30MPa의 압축응력이 
stator core에 인가된 경우를 비교할 때, 압축응력에 따른 
철손 상승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철손의 
분포 특성이다. 압축응력이 인가된 경우 Stator core 
부분의 철손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철손은 온도상승으로 나타남으로 열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품의 열화를 촉진시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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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ron loss analysis results

(a) Normal condition

(b) 30MPa(compressive) on stator core
Fig. 8 Iron loss distribution

심해저 초고압 조건에서 외부 casing에 초고압 인가로 
인한 stator core부분 압력전달을 검토하였다. Stator yoke 
부분에 압축응력이 인가되고, teeth는 응력이 인가되지 
않은 조건과 stator yoke부분의 응력이 외부 casing부분에 
높게 작용하고, 내측으로는 작게 작용하는 조건을 
비교하였다. 입축응력 인가조건은 Fig. 9와 같다.

Fig. 10과 Fig. 11에 각 조건별 토크특성과 철손특성을 
비교하였다. 압축 응력 인가 조건에 따라 해석대상 
전력기기의 성능저하 및 철손 특성 열화를 관찰할 수 있다. 
Stator teeth 부분까지 압축응력이 전달될 경우 토크감소와 
함께 토크맥동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해석대상 모델은 Normal 조건에서 토크맥동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심해저 초고압력 조건에서 



운전을 고려할 경우 설계의 최적화 Point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성능은 물론 토크맥동, 유기전압의 
정현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 Compressive stress suppl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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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orque characteristics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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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ron loss comparison

4. 초고압 환경모사 시험방법 제안
심해저 초고압 환경에 적용을 위해서는 환경조건이 

전력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하여야 
하며 초고압 환경에서 검증시험이 요구된다. 초고압력 
챔버내에 대상 전력기기를 설치하여 고압 환경에서 
성능저하 발생여부 평가가 필요하며 Fig. 12와 같이 
가압패턴을 제안한다. 최대 운용수심 대비 파괴거동 시험 

연계 Case의 설계 마진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전력기기의 성능저하나 온도상승이 최소화 되는 지 
검증하여야 한다.

Fig. 12 Pressure condition for extremely high pressure test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기기를 심해저 초고압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전기강판의 
응력부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전기강판은 압축응력이 
인가될 경우 자화특성의 열화와 철손이 상승하여 기기의 
성능 저하와 온도상승 증가로 인한 수명단축이 예상된다. 
심해저 Thruster용 영구자석 전동기를 대상으로 전기강판 
응력분포에 따른 토크특성과 철손특성을 비교해석 하였다. 
압축응력의 증가는 토크의 감소와 토크리플의 증가로 
이어져 성능의 저하와 진동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철손의 증가로 인해 각 부분별 온도상승이 
증가함을 예측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과 결과는 심해저 전력기기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전기강판 응력부분과 그에 따른 설계 최적화 
Point를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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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이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의 파열 강도에 미치는 영향 
김동우, 모하메드 하이릴 모하메드, 이병준, 최옥석,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

선박 해양플랜트 기술 연구원, 부산대학교

The Effect of Corrosion Defects on the Burst Strength of Aging 
Subsea Gas Pipelines

Dong Woo Kim, Mohd Hairil Mohd, Byeong Joon Lee, Yushi Cui, Jung Kwan Seo, Bong Ju Kim, Jeom Kee Paik
The Ship and Offshore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요 약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reliability is essential especially for aging structures. In the case of pipeline, jumper and flowline in 

subsea area, inaccurate prediction of structural behavior may lead to significant hazardous consequences in term of environmental 
and also financial lo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predict the corrosion behavior of the subsea gas pipeline. As 
corrosion is concerned, the effects of pipeline failure due to significant reduction of burst strength will make it hard for the pipeline 
operator to maintain the serviceability of pipelines. In this study, the critical part of the corrosion along 2.4 km pipeline is assessed 
using two approaches; Industry design codes and FE analyses. Then, the future integrity of the subsea gas pipeline is evaluated to 
predict the remaining life of gas pipeline using nonlinear corrosion rate.

Keywords: Corrosion(부식), Subsea gas pipeline(해저 가스 파이프라인), Burst strength(파열 강도)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는 1950 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바람 및 태양 등과 같은 
신 재생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오일, 천연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소비는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80%를 차지 하고 있다(Bai & Bai, 2010). 최근에는 
이러한 수요와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로 인해 심해저 
설비를 이용한 유전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북해나 
걸프만 등의 다양한 해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심해저의 특수한 환경에서 설치되는 장비들은 원유 유출, 
화재 및 폭발 등의 환경적, 재산적,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심해저 구조물 중 오일 및 가스 파이프라인은 생산된 
유체를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이러한 

심해저 파이프라인을 운영 시에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해서 안전한지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부식 문제이다. 부식은 금속성 재질인 파이프의 
강도를 감소 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로서,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의 유지 및 보수 시 가장 감안해야 하는 부분들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의 남은 수명을 
결정론적, 확률론적 접근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 부식에 의한 파이프라인의 파열 
강도 평가는 ASME B31G(ASME, 2009), Modified ASME 
B31G(Szary, 2006), PCORRC(Cosham, 2004), DNV RP 
F101(DNV, 2010), Shell92(Klever, 1995) 등의 몇몇의 
국제 설계 기준들에 의해서 확립이 되어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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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값들이 너무 높다(Belachew, 2009).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은 다양한 가정과 단순화를 시킨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 중인 파이프라인의 남은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는 많은 불확실성과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통계학적인 확률론적 방법들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 
되어 왔고, 보다 정확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파이프라인의 파열강도 기준과 함께 방정식을 통한 남은 
수명을 예측하는 확률론적 모델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다(Guohua & Shuho, 1996; Kolowrocki, 1998; Pandey, 
1998; Sexsmith, 1999; Melcher, et al., 2005a, 2005b, 
2005c; Li, et al., 2009). 또한, 부식된 파이프라인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Ahammed & Melcher, 1995, 1996, 1997; Ahammed, 
1998; Caleyo, et al., 2002; Teixeira, et al., 2008).

수치해석적 방법은 부식된 파이프라인의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많은 연구들이 수치해석을 
위한 해석 기법과 더불어 실험이 함께 실시되었으며(Netto, 
et al., 2005), 부식된 파이프라인의 부식 형태 및 비선형 
구조 거동을 정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실제 운영 되고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부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계 기준들과 함께 수치해석적 모델을 
제시하여 사용적합성 평가를 한 후, 비선형적 부식 비율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가스 파이프라인이 향후에 언제 
파괴가 일어나고 어느 위치에서 파괴가 일어나는지를 
예측하여 분석하는 것 이다.

2. 파이프라인 사용적합성 평가
부식 중인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의 사용적합성 평가를 

하는 방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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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of Fitness For Service (FFS).

먼저,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의 부식 데이터를 MFL 
(Magnetic Flux Leakage) 피깅 (Pigging) 장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부식 데이터는 가스 파이프 전체에서 부식이 
일어난 위치 즉, 단면 상에 부식이 일어난 지점과 
파이프라인 전체 길이 중 부식이 일어난 위치와 부식 
크기(길이, 폭, 깊이)를 조사해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파이프라인의 전체 구간에서 부식된 깊이가 
가장 심한 케이스를 다시 선택하여 고려한다. 그리고 몇 
가지 국제 설계 기준들(DNV RP F101, ASME B31G, 
Modified ASME B31G, PCORRC, Shell92)과 유한요소 
법(ANSYS)를 이용하여 파열강도를 각각 계산 및 해석하고, 
운영 중인 가스 파이프라인의 최대운영허용압력(Maximum 
Allowable Operating Pressure)과 비교하여 현재 
상태에서의 사용적합성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function을 이용하여 향후에 예상되는 부식 깊이를 
계산한다(Hairil et al., 2013). 여기서,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function은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조사된 
부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의 년도에 따른 부식 
데이터를 적합도 검정(Goodness of fit test)을 한 후, 
통계분석을 수행한다. 수행한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hape, Scale, Location의 3 변수와 시간(Time)과의 
관계를 함수로서 표현하여, 식 (1)-(4)과 같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계산된 부식 깊이를 년도 별로 다시 분석 한 후, 
가스 파이프라인이 전체 구간에서의 파열 예상 위치와 
파열 예상 년도를 예측할 수 있다.

1
expe e

c
Y Y

f
a ag ga

b b b

- é ù- -æ ö æ öê ú= × -ç ÷ ç ÷ê úè ø è øë û            
(1)

20.003337 0.130420 2.4557e eY Ya = - +                    
(2)

20.000997 0.013425 1.58201e eY Yb = - + +                   
(3)

20.0003455 0.062137 0.365129e eY Yg = + -                  
(4)

여기서, cf 는 부식으로 인한 결함 깊이에 따른 함수, 
a = Shape parameter, b = Scale parameter, g = 
Location parameter, eY 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운영 년 
수( ;e cY Y Y= -  cY = 코팅(Coating) 년 수; Y = 가스 



파이프라인의 운영 년 수)를 의미한다.

3. 국제설계기준
3.1 ASME B31G

ASME B31G 기준은 결함이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파열 강도를 실험에 의해서 확립하였다. 또한, 내부 혹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부식에 의한 파이프 두께의 손상과 
재료의 항복 강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분석 대상에 
따라서 레벨 0-3 중에서 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ASME B31G 기준은 부식된 부분의 원주 방향을 다루지 
않고 길이방향과 깊이를 다루며, 식 (5)-(7)과 같이 
적용하고, 부식된 길이에 따라 선택하여 계산한다. 

212 3
1 21

3

f

d
t tp SMYS

dD
M t

æ ö-ç ÷
= ç ÷

ç ÷-ç ÷
è ø                                   

(5)

여기서, fp 는 부식된 파이프의 파열강도이고 
SMYS 는 최소항복강도, D는 파이프의 외경, t는 
파이프의 두께, d 는 부식영역의 깊이, M 는 Bulging 
stress magnification factor 이다.

2 1f
t dp SMYS
D t
æ ö= -ç ÷
è ø                                       

(6)

여기서 M은, 
2

1 0.8 LM
Dt

= +                                              
(7)

부식된 부분은 실제로는 매우 불규칙하지만 Fig. 2과 
같이 이상화 하여 고려하며, 포물선 모양과 사각 모양이 
있다.

Actual shape Assumed shape Assumed shapeActual shape

(a)                       (b)

Fig. 2 Idealization of corroded shape (a) parabolic 
and (b) rectangular

3.2 Modified ASME B31G
Modified ASME B31G은 기존의 ASME B31G 기준에서 

유도 된 것이고, 유효 부식 영역과 응력에 대해서 수정한 
기준이다. Fig. 3과 같이 부식영역을 0.85dL으로 고려하고, 
그에 대한 식은 (8)-(10)과 같이 나타낸다.

1 0.85269.1
11 0.85

f

d
t tp SMYS MPa

dD
M t

æ ö-ç ÷
= + ç ÷

ç ÷-ç ÷
è ø          (8)

50L Dt£ 인 경우, M 은 다음과 같고,
22 2

1 0.6257 0.003375L LM
Dt Dt

æ ö
= + - ç ÷

è ø          (9)

50L Dt> 인 경우, M 은 아래와 같다.
2

3.3 0.032 LM
Dt

= +
               (10)

 Measured maximum depth of corrosion

d0.85d

Fig. 3 Approximation of corrosion area by 
modified ASME B31G

3.3 PCORRC
PCORRC 기준은 실험 및 수치해석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식 (11)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련의 파열강도를 예측함으로써 얻은 곡선에서 유도한 
것이고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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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 data
Type of pipeline Gas pipeline, Operating
Outer diameter (mm) 168.275
Wall thickness (mm) 9.5
Length (km) 2.4
Age (year) 19
Material grade API 5L X42
Max. Allowable operating pressure 
(MAOP) (MPa) 13.1
Date of pipeline commissioning, year 1990

Young’s modulus 
E (GPa)

Poisson’
s ratio 
n

Yield 
strength
ys (MPa)

Tensile 
strength
us (MPa)

210.7 0.3 290 495

여기서, us 는 최대 인장강도, C 는 Curve fit 
coefficient 이다.

하지만, 파열강도의 요구치를 높게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식 (12)와 같이 적용 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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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öæ ö
ç ÷ç ÷

= - -ç ÷ç ÷
ç ÷ç ÷ç ÷ç ÷è øè ø        (12)

3.4 DNV RP F101
DNV RP F101 기준은 단일 및 여러 개의 손실을 비롯한 

복잡한 부식 형상에 의한 손실에 대한 파열 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본 기준은 부분 안전계수 법(Partial safety 
factor method)과 허용 응력 설계 법(Allowable stress 
design method)을 제공하는데, 내압에 의한 단일 부식에 
대한 파열 강도는 식 (13)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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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öæ ö-ç ç ÷ ÷
è øç ÷=

- ç ÷æ ö- ç ÷ç ÷è øè ø (13)

여기서, mg 은 부식이 발생한 부분 중 길이 방향에 
대한 부분 안전 계수, dg 는 부식이 발생한 부분 중 
깊이에 대한 부분 안전 계수, F는 설계 인자, SMTS 는 
최소 인장강도, Q는 길이 보정 계수 이다.

허용 응력 설계 법을 기초로 한 파열 압력은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계산된다. 보통 안전 계수 0.9는 
정확하지 않은 설계 인자 또는 부식이 발생한 곳에서의 
손실을 나타내는데 쓰이고, 아래의 식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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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öæ ö-ç 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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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 ÷æ ö- ç ÷ç ÷è øè ø (14)

4. 수치해석
4.1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을 
대상 구조물로 선정하였다. 이 가스 파이프라인은 
말레이시아(Malaysia) 테랭가누(Terengganu)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세부 정보는 Table 1과 같다.

가스 파이프라인의 부식된 정도에 따른 파열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ANSYS Mechanical Ver.14.0 
프로그램(ANSYS, 2012)을 사용하여 3차원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에서 사용된 요소는 
솔리드186 (20-node brick)을 적용하였다.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target pipeline

4.2 재료 특성 
본 수치해석에 적용된 재료적 물성치는 Table 2(API, 

2007)과 Fig. 4과 같이 정리하였다. 재료의 실험으로 구한 
진 응력-진 변형율 곡선을 수치해석 시 이용하였다(Cronin, 
2000).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API X42 steel

 

Fig. 4 True stress-strain curve of API X42 steel



Case d/t Depth (mm) Length (mm) Width (mm) Experiment,
fP  (MPa)

FEA 
(ANSYS)
fP  (MPa)

FEA
(Abaqus)
fP  (MPa)

DA 0.25 4.375 200 50 24.11 23.85 24.71
DB 0.50 8.750 200 50 21.76 21.87 22.72
DC 0.75 13.125 200 50 17.15 18.83 17.75

4.3 경계 조건 및 하중 조건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Fig. 5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부식된 파이프라인은 길이방향으로 연속된 형태이므로 
1/4모델에 대칭조건을 적용하였다. 하중은 파이프내부에 
적용하였고, 균일하중으로 가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부식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실험 및 
수치해석에 이용되었던 사각 모델을 반영하였다.

Mesh convergence test는 본 수치해석에 가장 최적화된 
요소 개수를 찾기 위해 수행하였고, 대상 구조물의 부식 
넓이에 따라서 1118-4474 요소들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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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nite element model and boundary 
conditions of corroded pipe

Table 3 Verification results of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4.4 검증 
실제 대상구조물에 적용하기 앞서 수치해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 대상은 참고논문(Oh et al., 
2007)의 수치해석, 실험결과를 비교 및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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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ssure vs. radial displacement record 
of corrosion defected pipe (Case: DB)

Fig. 6은 하중에 따른 최대변위를 부식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계측하여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와 
수치해석결과가 대체적으로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은 상용 비선형유한요소 해석코드(Abaqus, 
ANSYS)의 수치해석 결과 및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보는 거와 같이, 부식 깊이에 따른 
수치해석결과 (Abaqus, ANSYS) 및 실험결과가 
대체적으로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 구조물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5. 구조해석 및 예측 결과
5.1 대상구조물 적용 

본 연구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부식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대상 가스 
파이프라인에는 길이방향으로 100군데가 넘는 지점에서 
부식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상, 가장 
부식이 심하게 일어난 10군데의 위치를 선정하여 
파열압력을 구하기 위한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Corrosion rate 0.2374 0.1943 0.1605 0.1334 0.1103
Time 5 years 10 years 15 years 20 years 25 years

Depth
(mm)

Length
(mm)

Depth
(mm)

Length
(mm)

Depth
(mm)

Length
(mm)

Depth
(mm)

Length
(mm)

Depth
(mm)

Length
(mm)

Depth
(mm)

Length
(mm)

3.90 23 5.08 24.19 5.84 24.94 6.30 25.41 6.56 25.67 6.65 25.76
2.57 17 3.75 18.19 4.51 18.94 4.97 19.41 5.23 19.67 5.32 19.76
2.47 23 3.66 24.19 4.41 24.94 4.88 25.41 5.14 25.67 5.23 25.76
1.90 27 3.09 28.19 3.84 28.94 4.31 29.41 4.57 29.67 4.66 29.76
2.28 31 3.47 32.19 4.22 32.94 4.69 33.41 4.95 33.67 5.04 33.76
4.75 15 5.94 16.19 6.69 16.94 7.16 17.41 7.42 17.67 7.51 17.76
3.61 20 4.80 21.19 5.55 21.94 6.02 22.41 6.28 22.67 6.37 22.76
3.90 13 5.08 14.19 5.84 14.94 6.30 15.41 6.56 15.67 6.65 15.76
3.90 56 5.08 57.19 5.84 57.94 6.30 58.41 6.56 58.67 6.65 58.76
4.66 12 5.84 13.19 6.60 13.94 7.06 14.41 7.32 14.67 7.41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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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urst pressure results along the subsea 
gas pipeline
5.2 구조해석 결과

Fig. 7은 해저 가스 파이프의 설치된 길이에 대한 
부식된 부분의 파열압력을 각각의 국제 설계 기준과 함께 

수치해석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예측한 국제 
설계기준을 보면, ASME B31G 기준이 다른 기준들에 비해 
가장 높은 기준치를 요구하고 있고, DNV RP F101 기준이 
수치해석 결과와 가장 근접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stimated Repair Factor (ERF)는 파이프라인의 
사용적합성 평가를 위한 척도로서 운영 중인 파이프의 
부식된 깊이를 고려한 파열압력과 최대허용운영압력의 
비로 나타내며, 식 (15)와 같이 나타낸다.

f

MAOPERF
P

=
                                          

(15)

ERF는 구하기 위한 파열압력은 국제설계기준 (ASME 
B31G, PCORRC,..)을 이용하거나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ERF 값이 1보다 작게 되면 부식이 
일어난 부분이 허용가능 하지만 1보다 크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Table 5 Pit depth and length prediction using nonlinear corrosion rate



Year a b g
Corrosio

n
rate

2014 1.0250 1.9555 3.7613 0.2374

2019 1.4347 2.9305 2.9736 0.1943
2024 2.0842 4.3002 1.6491 0.1605
2029 2.9734 6.0644 -0.2123 0.1334
2039 4.1023 8.2233 -2.6105 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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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RF results of codes and FE analysis 
along the corroded subsea gas pipeline

Fig. 8은 해저 가스 파이프의 설치된 길이에 대한 가장 
많이 부식이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ERF값을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위치에서 ERF 값이 1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ASME B31G 기준으로, 1492.45m 
위치에서 파열이 예측되었다. 이는 ASME B31G 기준이 
다른 국제기준 보다 높은 기준치를 요구하는 것을 
나타내었고, 수치해석 결과는 DNV RP F101 기준과 
근접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3 예측 결과
마지막 단계로서, 비선형적인 부식율을 고려하여 지금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의 남은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 조사 보고서 
(PETRONAS, 2009)에 따르면, 연간 부식율을 선형적으로 

고려하여 쓰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부식 거동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측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Paik & Thayamballi, 2007).

따라서, 앞서 설명한 비선형적인 부식율을 고려하여 
매년마다의 부식율을 계산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매5년씩의 부식율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또한, 이를 
적용시키면 Table 5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Table 4와 
같이 부식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지만, 
감소하는 그 비율 역시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4 Time dependent nonlinear corrosion rate model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비선형적인 부식율에 따라서 
부식 영역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게 되지만, 부식 
영역의 증가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부식영역을 바탕으로 해저 가스 파이프의 설치된 
길이에 대한 ERF값을 ASME B31G 기준을 바탕으로 
시간대 별로 계산하면 Fig. 9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ASME B31G 기준이 국제 설계 기준 중 
가장 높은 요구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용하게 되었고, Fig. 
9에서 보는 거와 같이, 해당 연도에 계산된 부식율을 
바탕으로 한 부식영역에 대한 파열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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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RF results of ASME B31G code along 
the corroded gas pipeline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운영 중인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국제설계기준과 함께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현재 
상태와 비선형 부식율을 고려하여 향후의 남은 수명까지를 
예측하는 사용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사용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부식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의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 전체에 대한 사용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function을 이용하여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와 예상되는 연도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l  파열 강도를 예측하는 국제설계기준 경우, 

수치해석 결과보다 더 요구치가 높게 계산되었다.
l 국제설계기준들 중 DNV RP F101 기준이 가장 

FEA 결과와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
l 비선형적인 부식율을 고려함으로써, 노후화 

되는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의 거동을 좀 더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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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 기법을 이용한 심해저 파이핑 형상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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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of a subsea piping configuration 

by thermal fluid structure interaction 
Sang Eui Lee, Jung Kwan Seo, Bong Ju Kim, Jeom Kee Paik 

 

요 약 
 

Subsea manifolds which are consist of a system of headers, branched piping and valve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development of oil and gas fields since 1990s. The main function is to simplify and optimize subsea flowline and production 
systems.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suggest the optimum design of a piping configuration based on numerical
analyses of the influence of parameters including external pressure, internal flow temperature and velocity, bend radius and 
the length of piping. The DOE(Design of experiments) of the CCD(Central composite design) is employed to select parameter 
level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parameter for 4-type of piping models is identified by the response surface method. The 
piping dimensions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RP(Recommended practice) 1111
and 5L. ANSYS Workbench(version 14) has been employed to evaluate 1-way thermal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 The 
general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paper will provide assistance to the industry on design and analysis of subsea manifold 
systems 
 
Keywords: Subsea piping system (심해 파이핑 시스템), 1-way thermal fluid structure interaction (단방향 유체구조연성),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 (비선형 유한요소법), Design of experiment (실험계획법), Response surface method (반응표면법) 
 
 

1. 서 론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는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

고 있으며, 육상 및 천해(Shallow water)에서 개발 가능한 에너지
원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석유 및 가스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해저유전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을 개선하여 심해(Deep water: 3,000~6,000ft) 및 초심해
(Ultra-deep water: 6,000~10,000ft)에서의 유전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Bell, et al., 2005).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유가 상승은 심해 및 초심해 유
전 개발 및 해양플랜트 시장 확대를 가져왔고, 이는 국내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양플랜트 
핵심 설비 및 기술은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

내에서도 심해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양플랜트 기술 국산화율은 20%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해양 기술 선진국과의 심해 시스템 기술 수준 차이
는 6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해저 유전 개발은 1975년 쉘(Shell)에 의해 미국 걸프만, 
코냐크(Cognac) 유전(수심 1025ft)에서 시작된 이후 (Stering, et 
al., 1979), 미국의 걸프만(Gulf of Mexico, GOM), 브라질의 캄포
스/산토스 분지(Campos & Santos Basin) 및 서아프리카(West 
Africa) 기니만(Gulf of Guinea)등의 지역으로 확대되어 심해 유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심해 및 초심해(수심: 3,000~ 
10,000ft) 유전의 대표적인 환경 특징은 고온(High pressure: 
69~207 MPa) 및 고압(High temperature: 149~177 ℃)이며 (Lu, 
et al. 2011), 이러한 심해의 고압/고온 특성은 심해 시스템 설계  
가장 중요한 하중으로서 고려해야 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심해 시스템은 크게 생산시스템(Production system), 공정시스
템(Processing system) 및 수송 시스템(Transportation system)으
로 나눌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심해 및 초심해 유전개발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생산시스템에 관하여 논의한다 (Vu, 
et al., 2009). 심해 생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는 1980년대에 
노르웨이, 영국, 미국, 브라질 등의 주도하에 왕성하게 진행되었으
며 (Rodda & White, 1991), 전체 18건의 연구 프로젝트 중 7건의 
연구가 매니폴드 시스템(Manifold system)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
이 있었다 (White & Hadfield, 1993). 이를 통하여 심해 생산 시스
템 개발에서 매니폴드 시스템이 가지는 중요성 알 수 있다.  

매니폴드는 파이프, 밸브 및 제어 모듈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으
로서 유정에서 생산된 유체를 모아 육상 또는 수상 구조물로의 전
달하는 기능 및 유정으로부터 생산된 물과 가스의 재주입 그리고 
하이드레이트 및 왁스의 생성 억제를 위한 화학 약품 주입 등의 기
능을 수행하다. 심해 및 초심해 유전 개발에 매니폴드의 역할이 점
점 중요해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시스템 배치 최적화를 통해 시스
템을 단순화하여 플로라인 수 및 라이저 수를 줄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Stock, et al., 2007 & Nelson, 2010 cited in Wang, 
et al. 2012). 

심해 매니폴드 종류는 템플릿(Template)과 클러스터(Cluster)로 
나눌 수 있으나 적은 초기비용, 추가 개발에 다른 적용 가능성 및 
심해에 산개된 유전에서의 타이벡(Tie-back) 적용 가능성 등의 이
유로 클러스터 매니폴드가 심해저 유전 개발에 유리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매니폴드는 4개 또는 6개의 슬롯
(Slot)을 가진다 (Wang,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4개의 크리스마스트리용 슬롯과 2개의 플로라인 슬롯을 가진 6슬
롯 클러스터 매니폴드 시스템 설계이다. 

매니폴드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분석에 따르면 
(Paula, et al., 2001), 매니폴드 개발 및 발전 과정은 4세대로 나눌 
수 있고 각 세대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세대 매니폴드는 기존의 
심해 개념을 설계에 적용해 제작되었 때문에, 템플릿 매니폴드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었다. 템플릿 매니폴드는 문풀(Moon pool)보
다 크고 무거워 수송 및 설치가 어려워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세대 매니폴드는 고급 재료, 파이핑 형상 및 구성
품의 배치 최적화를 통해 무게 및 크기를 줄여(Kirkbride, et al., 

1994) 수송이 쉽게 제작되었으며, 시추 리그 라이저(Drilling rig 
riser) 및 크레인을 이용한 한 점 리프팅이 가능한 형상으로 설계하
여 설치비용을 감소시켰다. 또한, 해저 면의 경사를 고려한 머드 
멧(Mud mat) 및 스커트(Skirts) 개념을 설계에 적용하여 수평유지 
시스템(Leveling system)을 대체하여 초기 비용을 줄였다. 3세대 
매니폴드는 다상 유량계(Multiphase flow meter)를 적용해 유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테스트 라인을 대체하여 (High, et al., 1995) 
설치 및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4세대 매니폴드는 전체 시
스템을 모듈화하는 동시에, 매니폴드와 크리스마스 트리 구성품의 
최적 배치(Paulo,1996)를 통해 운용 비용을 최소화 시켰다. 대표
적인 예로서 초크밸브, 단상(single phase) 및 다상 유량계, 압력 
및 온도 변환기(Pressure & temperature transducer) 등을 하나의 
모듈로 크리스마스트리에 탑재하여 회수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심해 및 초
심해 유전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해양사고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예로서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
한 BP의 Deepwater Horizon 기름 유출 사고를 들 수 있다. BP의 
기름 유출 사고는 심해 시추 시스템 파손에 의한 사고 사례로서, 
막대한 인명 손실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BP Report, 2010). 
BP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신뢰성 높은 심해 시스템 설계 기술 개
발에 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으며, 심해 및 초심해 극한 환경에
서의 유전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심해 생산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그 중  매니폴드 설계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극한 환경의 6슬롯 클러스터 매니폴드 시스템 개발
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매니폴드의 파이핑 시스템(Piping system)
의 형상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적화 연구에 적용한 
환경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파이
핑의 운용조건 및 형상 조건의 설계 변수를 분석하여 설계 변수에 
따른 파이핑 시스템의 구조 거동을 분석하고 환경 조건을 만족하
는 최적의 파이핑 시스템 설계을 수행하는 것이다. 
Table 1 Design conditions of manifold piping system 
Item Velocity Temperature Ext. Pressure Int. Pressure 

Values 4.5 m/s 175.0 ℃ 40.0 MPa 103.4 MPa 



본 논문의 해석에는 ANSYS Workbench (Version 14.0)가 사용
되었으며, 유동해석에는 CFX, 열-구조해석에는 Static Thermal 및 
Static Structure 그리고 최적화에는 Goal Driven Optimization이 사
용되었다. 형상 변화에 따른 최적화는 Autodesk Inventor 
Professional 2013과 ANSYS Workbench을 연결해 매개변수를 이
용하여 자동화하였다. 

 
2. 수치 해석 기법 

 
유체-구조 연성 해석 기법은 대표적으로 Direct Coupled FSI 

(Fluid Structure Interaction), 1-way 및 2-way FSI 기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Direct Coupled 및 2-way FSI의 경우 높은 정도의 계
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주 높은 계산 비용을 
요구한다. 반면 1-way FSI 기법의 경우 높은 정도의 계산 결과를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비교적 계산 설정이 간단하고 짧은 시
간에 많은 계산을 수행 할 수 있어 변수에 따른 영향 및 경향 분석
에는 아주 유리하다. 본 연구는 매니폴드 파이핑의 기하학적 구조
에 따른 설계 변수의 영향 분석 및 파이핑 최적화에 목적이 있으므
로 1- way FSI 해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
된 심해저 매니폴드의 형상을 나타내었고 있으며, 최적화에 사용
된 파이핑 시스템 형상은 매니폴드 파이핑의 한 부분으로서 Fig. 2
와 같다. Fig. 3에 나타낸 표기법을 기준으로 4가지 파이핑 형상 모
델의 기하학적 제원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Geometrical details of piping system at the initial stage 

Length M01 M02 M03 M04 
L1  25 in 25 in 25 in 25 in 

2L  35 in 35 in - 40 in 
3L  35 in - - - 
4L  35 in 35 in 35 in 40 in 
5L  124 in 124 in 89 in 49 in 
6L  50 in - - - 
7L  35 in 35 in 35 in 35 in 
8L  35 in 35 in 35 in 35 in 
9L  14.5 in 14.5 in 14.5 in 14.5 in 

Bend radius 12 in 12 in 12 in 12 in 
Weight 309.76 kg 245.36 kg 183.35 kg 190.73 kg 

2.1 해석절차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여 열 유체-구조 연성 계산 및 대상 
구조물의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해석절차는 Fig. 4와 같다. 
 

 
Fig. 1 Typical subsea manifold piping system (6-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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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4-type of pip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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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ometrical properties of pi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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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ss of application design optimization 

 
해석은 먼저 대상 구조물의 설계 변수를 설정하고 실험 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을 이용하여 설계 변수 별 형상 시나리오를 
결정한다. 이후, 실험 계획법에 의해 결정된 설계 변수를 형상에 
반영하여 열 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구조모델에 적용하
여 계산을 완료한다. 전체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설계변수와의 반
응 표면을 생성하고, 생성된 반응 표면을 회귀 분석하여 설계 변수
에 따른 최적화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유체-구조연성 해석에서는 단상(Single phase) 열 유
동을 고려하였으며, 유동 해석은 CFX를, 열-구조 해석에는 Static 
Thermal 및 Static Structure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최적
화에는 Goal Driven Optimization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2.2 설계 변수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파이핑 형상 설계를 위해 운용조건 및 형

상 조건을 설계 변수로 설정하였다. 운용 조건은 유속, 온도 및  
 

Table 3 Design parameters of piping system 
Item Range 
Liquid Water / Crude Oil 
Velocity 1.0~5.0 m/s 

Temperature 50.0~200.0 ℃ 
Bend Radius 5.0~14.0 in 

External Pressure 40.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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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nsity and thermal conductivity of water(left) and Dynamic 
viscosity of water and crude oi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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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oundary conditions of fluid analysis 
 
매질 종류 등을, 형상 조건은 곡면부의 굽힘 반지름 (Bend radius) 
및 전체 영역의 길이 등을 고려하였으며, 본 연구에 적용한 설계 
변수는 Table 3과 같다. 

 
2.3 유동 해석 

 
유동의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보존 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 ) 0UrÑ × =     (1) 

2( )U U U P U
t
r r m¶

+ ×Ñ = -Ñ + Ñ
¶

  (2) 

2( )p
TC U T k T
t

r ¶
+ ×Ñ = Ñ

¶
   (3) 

여기서 U 는 속도,P는 압력, pC 는 비열, T 는 온도, k 는 열
전도계수 다. 

 
유동해석은 정상상태에 대해 k e-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경계층 계산에는 벽면함수 기법(Wall function)을 적용하였다. 온도
에 따른 물과 원유(Crude oil)의 물성은 Fig. 5과 같고, 유동 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 Fig. 6과 같다. 



2.4 구조해석 
 
파이프는 구조적으로 Membrane 또는 Shell 구조의 구조물로서 

모델링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파이핑의 두께 방향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Solid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Steady 
Thermal 해석에는 Solid 70을 Static Structural 해석에서는 
Solid185를 사용하였다. 

구조해석은 비선형 대변형 (Nonlinear large deflection)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재료 물성 모델은 Bilinear Isotropic Hardening 모델
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재료 물성 값은 Table 4와 같고 파
이핑의 재료는 API Spec. 5L(2000)과 API RP 1111(2011)에 의해 
재료는 X80, 두께는 10.16 mm (0.4 in)으로 결정하였다. 구조해석
에 사용된 경계조건은 Fig. 7과 같다. 

 
2.5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ANSYS Workbench에서 제공하는 Goal Driven 
Optimization 플랫폼을 이용하여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설계 
변수 영향 분석을 위해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DOE)
을 도입하였으며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을 이용하여 반응표면을 생성하였다. 반응 표면의 회귀 방법
(Regression method)은 다항식 모델(Polynomial model)과 가우스 
정규 분포(Gaussian random process)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높은 
정도로 정규 반응 표면을 추정할 수 있는 Kriging 방법을 적용하였
다.(ANSYS, 2012) 

 
Table 4 Properties of structural analysis 

Density 7850.0 kg /m3 
Thermal Expansion 0.000117 1/℃ 
Ref. Temperature 22.0 ℃ 
Young's Modulus 199.948 GPa 
Poisson's Ratio 0.3 

Bilinear Isotropic Hardening 
Yield Strength 551.578 MPa 

Tangent Modulus 0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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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oundary condition of structural analysis 

 
3. 격자 설정 

해석에 앞서 해석 결과의 격자 의존성을 파악하고 적정 격자 수
준을 결정하기 위해 유동 및 구조 모델에 대한 격자 의존도 테스트
를 수행하였다. 격자 의존도 테스트는 대표로 M01 모델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3.1 유동 영역 

 
유동 격자는 파이프 압력 손실(Pressure drop, pD )을 기준으로 

최적 격자를 선정하였다. 사용된 격자, 격자 수 및 압력 손실은 
 
Table 5, 생성된 격자는 Fig. 8, 격자 변화에 따른 압력 손실은 

Fig. 9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 해석에 F3 격자를 적용
하였다. 
 
 
Table 5 Mesh convergence test of fluid analysis 
Solution 
number 

Mesh Number 
elements (103) 

CFX 
Sweep Size Pressure drop 

F1 250 15 mm 104 21.855 KPa 
F2 500 15 mm 201 20.812 KPa 
F3 750 15 mm 275 20.723 KPa 
F4 1000 15 mm 387 20.708 KPa 
F5 1250 15 mm 549 20.620 KPa 
F6 1500 15 mm 612 20.605 KPa 



 
Fig. 8 Generated mesh in terms of solution number(F1~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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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sh convergence history of fluid analysis 

 
3.2 구조 영역 

 
구조 격자는 파이핑의 처짐(Total deformation, d )을 기준으로 

격자 테스트를 수행하여 최적 격자를 선정하였다. 사용된 격자, 격
자 수 및 처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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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ults of structure mesh convergence test 

 
4. 수치 해석 결과 

 
일반적으로 관내 유동의 압력 손실은 관의 길이 및 유속의 제곱

에 비례하고, 관의 지름에 반비례한다. 또한, 관 내벽의 조도
(Roughness)와 유체의 물성 값인 밀도와 점성계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reeter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파이핑 형상에 따른 곡면부의 굽힘 반지름, 
유속 및 온도 등의 변수가 압력 손실 및 처짐 량 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최적의 파이핑 형상을 선정한 후, 선정된 최적 형상에 
대하여 수직, 수평부의 길이 및 굽힘 반지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파이핑 형상을 설계하였다. 
 

, 생성된 격자는 Fig. 10, 격자에 따른 처짐을 Fig. 11에 나타내
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해석에 S3 격자를 적용하였다.  

 
Table 6 Mesh convergence test of structural analysis 
Solution 
number 

Mesh size Number 
elements 

Total 
deformation Sweep Body Face 

S1 30 mm 30 mm 30 mm 7.701 59.77 mm 
S2 20 mm 20 mm 20 mm 10.382 60.10 mm 
S3 10 mm 10 mm 10 mm 3.165 60.68 mm 
S4 10 mm 10 mm 5 mm 58.323 60.72 mm 
S5 10 mm 5 mm 5 mm 201.420 60.73 mm 

S1 S2

S3 S4 S5  
Fig. 10 Generated mesh in terms of solution number(S1~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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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ults of structure mesh convergence test 
 

4. 수치 해석 결과 
 
일반적으로 관내 유동의 압력 손실은 관의 길이 및 유속의 제곱

에 비례하고, 관의 지름에 반비례한다. 또한, 관 내벽의 조도
(Roughness)와 유체의 물성 값인 밀도와 점성계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reeter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파이핑 형상에 따른 곡면부의 굽힘 반지름, 
유속 및 온도 등의 변수가 압력 손실 및 처짐 량 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최적의 파이핑 형상을 선정한 후, 선정된 최적 형상에 
대하여 수직, 수평부의 길이 및 굽힘 반지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파이핑 형상을 설계하였다. 
 

4.1 설계 변수 영향 
 
본 장에서는 유속, 매질, 온도, 곡면부의 굽힘 반지름 등의 설계 

변수 변화가 4가지 파이핑 시스템 형상(M01-M04)의 압력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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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ressure drop of M01, M02, M03 and M04 in terms of bend radius(a), velocity(b) and temperatu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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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otal deformation of M01, M02, M03 and M04 in terms of bend radius(a), velocity(b) and temperature(c) 

 



및 처짐 량에 미치는 영향을 1-way 열 유체-구조 연성 계산을 통
하여 분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조건은 앞서 주어진 Table 3과 같
다. 

Fig. 12은 곡면부의 굽힘 반지름, 유속 및 온도의 설계 변수 변
화에 따른 파이핑 형상 별 압력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Fig. 12a는 
모든 파이핑 형상에서 유속이 같은 경우 굽힘 곡면 반지름이 클수
록 압력 손실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과 원유의 매질 변 
화에 대해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Fig. 12b에서는 유속이 증가할
수록 압력 손실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매질 변화 
의 경우 동일 속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 손실 증감 폭은 원
유보다 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12c에서 동일한 굽힘  
곡면 반지름을 가지는 경우 온도가 증가할수록, 압력 손실이 감소
함을 알 수 있었다.  

파이핑 형상에 따른 압력 손실을 물(하첨자 W )과 원유(하첨자 
C )에 대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01 02 04 03( ) ( ) ( ) ( )M W M W M W M WP P P P> > >  (4) 
01 02 03 04( ) ( ) ( ) ( )M C M C M C M CP P P P> > >  (5) 

 
Fig. 13은 곡면부의 굽힘 반지름, 유속 및 온도의 설계 변수 변

화에 따른 파이핑 형상 별 압력손실 및 처짐을 나타내고 있다. Fig. 
13a와 Fig. 13c에 따르면 처짐은 유속 및 굽힘 곡면 반지름에 무
관하다. 파이핑 형상 중 가장 큰 처짐을 보이는 것은 모델은 M01
이며, 가장 작은 처짐을 보이는 모델은 M04이다. Fig. 13b는 모든 
형상에서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처짐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파이핑 모델 중 M01 모델이 가장 큰 증가 량을 보였으며, 
M04 모델이 가장 작은 증가 량을 보였다. 또한, 매질 변화에 대한 
영향은 M04 형상에서만 나타났다.  

각각의 형상에 대한 처짐을 비교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01 03 02 04M M M Md d d d> > >    (6) 
 
Fig. 14는 곡면부 굽힘 반지름의 변화에 따른 파이핑 시스템의 

무게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일한 파이핑 형상인 경우 굽힘 반지름
이 커질 경우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로가 길게 설계된 

M01이 가장 큰 값을 보이고 M03과 M04가 비슷한 값을 보인다.  
각각의 형상에 대한 무게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01 02 03 04M M M MW W W W> > »   (7) 
 
4가지 파이핑 형상의 압력 손실, 처짐 및 무게를 비교한 식

(4)~(7)에 따르면 M04가 최적의 거동을 보인다.  
최적의 형상으로 선정된 M04 모델에 대하여 Fig.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평 길이(H1 ), 수직 길이( 1V )과 곡면 부 굽힘 반지
름(R )의 변화가 압력 손실과 처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Fig. 
16에 나타내었다. 해석 적용한 조건은  

과 같다. 
 
Fig. 16a에 의하면 수직 길이가 길수록, 굽힘 반지름이 작을수

록 압력 손실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수평길이가 증가할수
록 압력 손실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6b
에 의하면, 처짐은 수평 및 수직 길이가 길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
였으며, 굽힘 반지름이 클수록 처짐에 대한 수직 길이의 영향이 커
졌다. 또한, 수직 길이가 34 in인 경우 굽힘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처짐이 감소하였고, 반대로 50 in인 경우에는 굽힘 반지름이 커짐
에 따라 처짐이 증가하였다. 이는 수직 길이와 굽힘 반지름 변화로 
인하여 파이프 내부에 발생하는 압력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파이프 내부 압력 변화가 처짐에 미치는 정량적 값은 
0.1mm 이하로서 이는 형상 변환을 통한 내부 압력 변화가 파이프
의 구조적 처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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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Weight of M01, M02, M03 and M04 with bend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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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chematic view of M04 piping system 

 
4.2 최적화 

 
본 논문에서는 Screening 방법을 이용하여 극한의 설계 조건을 

만족하면서 압력 손실 및 처짐을 최소화하는 파이핑 형상 설계 최
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에 사용된 반응표면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압력 
손실과 처짐에 대하여 반응 표면을 이용하여 추정된 값과 실제 계

산 값을 비교 분석하여 Table 8에 나타내었다. 초기 설계 형상 및 
최적 설계 형상의 압력 손실 및 처짐을 반응 표면을 이용한 예상 
값과 실제 계산 값과 비교해보면, 실제 계산 값보다 압력 손실은 
± 0.2%, 처짐은 0.02%의 오차를 보인다. 이는 반응 표면을 이용
한 최적화 설계 기법의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Table 7 Calculation conditions of length variation 

Item Values 
Velocity 4.5 m/s 

Temperature 175.0 ℃ 
External Pressure 40.0 MPa 

Bend Radius 5~14 in 
Horizontal length, H1  34~50 in 
Vertical length, 1V  34~50 in 

 
연구에서도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 설계안을 초기 설계안과 비교해 보면 무게 6.7% 및 압력 
손실 9.5% 감소하였지만, 형상 변화에 따른 처짐이 거의 동일하
게 나타났다.  

 
4.3 해석 결과 및 고찰 

 
4개의 형상에 대한 설계 변수의 영향 분석을 통하여 형상 변화

에 따른 압력 손실 및 처짐은 상당히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파이핑 형상 변화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키
는 동시에 무게를 줄이는 설계 최적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형
상에 따른 설계 변수의 영향 분석은 단열이 쉬운 단순한 파이핑 구
조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 변수 영향 분석에 있어, 압력 손실은 유속, 굽힘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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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ressure drop and total deformation of M04 model in terms of the horizontal, vertical length and the bend radius
Table 8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for optimum design, M04. 

Item Initial design Optimum design 
Estimation Calculation Estimation Calculation 

R  12.0 in 14.0 in 
H1  40.0 in 34.0 in 

1V  40.0 in 34.0 in 
Weight 186.77 kg 174.35 kg 
pD  12.61 KPa 12.59 KPa 11.29 KPa 11.40 KPa 
d  26.190 mm 26.185. mm 26.174 mm 26.170. mm 

 
매질, 전체 경로의 길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처짐은 온도 및 
외부 하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형상 및 
유속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내부 압력에 의한 처짐의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하였으나, 유속, 매질, 형상 변화에 의한 내부 압력 변화는
외부 하중 및 열 하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 
에 실제 구조적 처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상에 따른 압력 손실 영향 분석은 유동 안정화(Flow 
assurance)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
니폴드 파이핑 구조 설계에 있어 내부 유동에 의한 압력 변화의 영
향은 매니폴드 설계 시, 무시할 수 있다. 

극한의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하는 심해저 생산 시스템의 신뢰
성 높은 구조 설계를 위해서는 열 하중과 수심에 의한 외부 하중에 
의한 영향이 구조설계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속, 온도 및 매질의 종류 등의 운용조건과 곡

면부의 굽힘 반지름 및 파이핑의 길이 등의 형상 조건을 고려하여 
심해저 매니폴드 파이핑 시스템의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여 최적 

형상을 결정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R33-2012-000-10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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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풍력산업 발전방향
이상호(한국남부발전 CEO)

Development of domestic wind power industry
S.H Lee 

요 약

본 발표 자료에서는 세계 풍력시장의 전망 및 현재 국내 풍력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
였다. 세계 풍력시장은 매년 2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 풍력산업은 해외 선진국 대비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 
저하로 해외 풍력시장 진출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육상풍력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산풍력단지를 건설, 운영실적
(Track record) 확보 중에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로 단기간에 해외 우수기업을 추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상풍력은 하부
구조물의 설계, 설치 등 비용이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과 해상 구조물 제작, 시공
기술을 해상풍력에 접목시 시너지효과로 단기간에 세계 해상풍력시장을 석권이 가능하다. 국내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의 정책지원, 풍력기자재사의 기술개발, 발전사의 국산풍력단지 건설 등 상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1. 서 론
세계 풍력시장은 매년 2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

나 육상풍력은 202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감소되고 해상풍
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6년부터 육상풍력을 추월 할 
전망이다 

[그림 1] 세계 풍력시장 전망

2. 국내 풍력산업 현황 및 발전 장애요인
국내에는 7개 풍력기자재에서 풍력발전기를 생산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산 육상풍력단지를 건설, 운영실
적(Track record) 확보 중에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로 단기
간에 해외 우수기업을 추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상풍력은 하부구조물의 설계, 설치 등 비용이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과 
해상 구조물 제작, 시공기술을 해상풍력에 접목시 시너지효
과로 단기간에 세계 해상풍력시장 석권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 풍력산업 장애요인으로 육상풍력은 정부의 풍력단지 
개발 규제강화 검토로 풍력산업이 고사 위기에 있으며, 해상
풍력은 경제성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3. 국내 풍력산업 발전방향
첫째, 해상풍력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을 추진

하여한다. 정부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
고 풍력기자재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개
발하고 발전사는 국산 해상풍력단지를 조기 건설하여 운영실
적(Track record) 확보 및 해상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야한다.

둘째, 정부는 육상풍력단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공존하도록 육상풍력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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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관련 국제표준화 동향과 전망
김만응((사)한국선급)

요 약

해상풍력은 풍력산업의 또 다른 도전이다. 육상풍력과는 다르게 해상운송, 설치 및 유지보수 분야를 포함하여 해양플랜트에 대
한 기술을 접목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풍력을 선도했던 국가들인 유럽연합, 미국 등의 국가
에서 각각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표준화의 필요성 때문에 IEC TC88에서 풍력표준화를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 관련 국제표준 작업은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
과 IEC 61400 시리즈의 국제표준안들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작업반의 진행현황, 향후추이와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내용들을 요약하였다.   

Keywords : IEC(Inte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TC88(풍력전문위원회), FOWT(Floating Offshote Wind 
Turbine, 부유식풍력발전기), 

1. 서 론
지구상의 인구증가와 부존자원의 한계성 및 지구온난화에 대

한 해결발안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유럽을 비롯하여 UNFCC Annex1 국가들은 이산화
탄소의 감축목표를 정해놓은 상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는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의 가장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풍력산업이다. 풍력은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서 보편적인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
하여 가장 빠르게 기술발전과 상업적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환경적인 이슈로 육상
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
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풍력발전산업의 국제교역은 국제표준화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제품의 개발 초기에는 대부분 내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국내의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되지만 개발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인정하는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
고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국제표준이라
는 것은 한번 제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에는 국제표준작업에 정부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
이다.   

풍력에 대한 국제표준화 전문위원회는 TC88이다. TC88은 
1987년 생겨났지만 본격적으로 표준화 범위에 대하여 결정한 것
은 2002년도에 이르러서 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표준화 현
황 및 향후 어떤 전략을 갖고 진행될 것인지를 검토해보면서 우
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IEC TC 88의 국제표준화 현황
우선 IEC에서 국제 표준화를 수행하는 구조를 보고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IEC의 조직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Fig. 1 IEC Manage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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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구조물 지진응답 해석

 

김병완․홍사 ․홍석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This paper compares hydrodynamic responses of floating wind turbine structure with and without 
seabed earthquake excitation. Floating body equation is formulated with boundary element 
method(BEM) and convolution. Mooring line equation is derived using finite element method(FEM). 

The coupled responses are calculated by solving the BEM-FEM coupled equation. Moving boundary 
conditions are applied at anchors to describe earthquake excitation. A floating wind turbine structure 
moored with catenary chains is considered as a numerical example. Body motions and mooring line 

tensions of the example structure are calculated in wave and earthquake.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e case in wave only, the effect of earthquakes on hydrodynamic behavior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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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 추진현황과 이슈
성진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태진(영남대학교)

Study on Present Status and Issue of Southwest Sea 2.5GW 
Offshore Wind Project

Jin Ki Sung, Tae Jin Lee 

요 약
정부는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해상풍력 추진로드맵을 2010년 11월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에 해상풍력추진단을 설치(2010.12)하였다. 정부와 해상풍력추진단은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개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2011.11.11)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라 한전과 발전6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동 사업의 투자 경제성 확
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다양한 R&D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아울러,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항만 선정 및 지원계획
도 추진되어졌다. 지난 2012년 12월에 SPC인 한국해상풍력(주)가 설립되었으며, 해상풍력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에 대
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서남해 2.5GW단지 사업
의 1단계인 실증단지(100MW)에 공급될 터빈에 대한 가시적인 공급협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진행되어져온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하였다.

풍력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그리드 패리티에 가장 근접하였으며, 기술의 완성도 및 경제성이 우수한 풍력발전에 많은 투
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상풍력은 대단위 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풍부한 에너지 부존량 등을 이유로 최근 북유
럽 등 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개
발 종합추진계획”의 발표와 더불어 제주도 2GW 및 전라남도 4GW 해상풍력개발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서남해 2.5GW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실질적인 공사 착공에 앞서 예상되어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및 
전원 공급의 다양성 차원에서 해상풍력단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건설-토목, 조선-해운, 철강, 화공, 중전기, 전력IT 산업 등 최
근 침체기에 접어든 기존 산업과 융합을 통해 풍력발전 분야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성장가능한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Keywords : Wind turbine generator(풍력발전기), Offshore wind power(해상풍력발전), Offshore wind farm(해상풍력단지), Grid connection
(계통연계), Track record(공급실적), Local contents rate(국산화율), Southwest sea 2.5GW offshore wind project(서남해 2.5GW 
해상풍력프로젝트), Social acceptance(사회적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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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 랫폼의 형상설계에 한 운동  가속도 

응답의 비교연구

 

김진하․홍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김 조(삼성 공업)

In this paper, a shape design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FOWT) with 5MW class is presented. 
A design concepts of FOWT are simple to construct, cost effective and the shallow draft(60 meters) to 
extend the operability range compared with the spar type platform such as Hywind-OC3 which has a 

very deep draft of 120 meters. In previous study, the global performance of prototype FOWT was 
proposed & discussed by the series of experiment & numerical calculation. The numerical results using 
9-node HOBEM  showed the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ones, and so its performance was 

validated for sharp edged structure. 
In the parametric study, the wind turbine platform which has the truss spar type shape with damper 
structure to reduce the motion & acceleration responses is suggested. The numerical results for the 

selected shape design of FOWT were validated through a series of convergence test and model test 
data. In the series of model tests at ocean engineering basin, MOERI/KIOST, motion and acceleration 
at Nacelle responses were obtained for regular and irregular waves. 

The global performance of the model structure has been compared with same class spar-type structure, 
5MW Hywind-OC3. Finally, a shape design of FOWT to get more improved global motion 
performance and technical feasibility wa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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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체의 탄성을 고려한 SPAR기반 풍력발 단지의

 랑운동특성 수치해석

 

김윤호․홍사 ․김병완․남보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

In this paper, wave-induced motion characteristics of a few different offshore wind farms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Hydrodynamic coefficients are carried out by High-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Wave diffaction effect by other floaters had been confirmed to be negligible as floaters are 
separated sufficiently. FEM is utilized to model elastic circular cylinders. Minimum energy principle is 

applied to formulate the connector motions and Lagrange multiplier method is adopted. Fairlead 
motion acts as a boundary condition. Taut mooring lines are installed to prevent the model drift-off. 
The entire system with different numerical schemes are integrated effectively with implicit iteration. 

Some offshore wind farms, which are different in the floater's number, arrangement, heading angle, 
sea state and number of mooring lines, are studied. Results are investigated in aspect of motions of 
each components and tensions of connecto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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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풍력발전 추진현황
이준신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Offshore Wind Development in Korea 
Jun-shin Lee

요 약
세계 각국은 에너지 환경, 안보 및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경쟁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 중 기술의 완성도 및 경제성이 가장 앞서있는 풍력발전분야의 참여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GWEC (global 
wind energy council)의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전세계 전기에너지 소비량 중 2.4%가 풍력에너지로 공급되고 있으며, 
정상적이라면 2020년에 8.9%와 2030년에는 15.1%의 비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풍력선진국인 독일, 
스페인, 덴마크, 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육상풍력은 양호한 입지의 고갈과 민원의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해상풍력 개발이 
급신장하고 있다. 해상은 육상에 비해 대형터빈 설치가 가능하며 대단위 풍력단지를 조성하기가 용이한 반면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육상풍력단지 보다 경제성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상풍력기기의 설치기술 및 유지보수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향후 해상풍력발전 분야가 풍력발전분야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육상 풍력입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협약이행과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표방하며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이하“국기본”)을 통해 2030년 까지 총 1차 에너지 중 11.5%를 신재생에너지
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확정하였다.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그 대상자이며 2012년 2%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10%로 점진
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를 만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할 계획이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업체에게 큰 기
회임은 분명하지만 제도를 정립한 국가와 이를 수행해야할 발전사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적 의지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인 RPS 제도가 제시되었지만, 현실적 기술기반 하에서 
공급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로드맵은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인 추
세와 기술적 완성도 및 경제성을 감안하면 풍력발전이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70%이상이 산악지
대로 되어있어 백두대간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풍력단지를 조성에 적절한 육상부지가 매우 적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개
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이하 “지경부”) 과제로 “국내해상풍력 중형 발전플랜트 타당성 조사연
구” 연구과제가 발주되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해안에 2.5GW 용량의 대단위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해상풍
력로드맵을 2010년 11월 1일 발표하였다. 

정부는 1차 국기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확보라는 국가적인 큰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RPS 시행을 
확정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해상풍력에 대한 개발의지도 공표하였다. 하지만 해상풍력로드맵에서 발표한 2.5GW 
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인 목표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제는 각 신재생에너지 
관계자들이 국가가 제시한 큰 틀 안에서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이 기여할 바를 세부적으로 그려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한국 해상풍력주식회사가 ‘12년에 정식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산학연 관계자 들이 자신이 서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
개인이 기여해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발행되는 연구 및 검토 결과에 의존하
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추진일정 및 체계를 갖추어야만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는 알찬 결과를 얻을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추진현황과 돌파해야만 되는 사항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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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4 반잠수식 해상풍력터어빈의 모형시험
신현경(울산대학교), 이우섭(현대중공업)

Model Test of an OC4 Semi-submersibl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H. SHIN (University of Ulsan), W.S.LEE (Hyundai Heavy Industry, Inc.)

요 약

최근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변화 및 환경 오염 문제와 함께 원유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로서 재
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발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 중의 하나
로서 풍력에너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유럽 및 미국은 오래 전부터 육상풍력에너지 개발을 장려하여 왔다. 그러나 적
정한 육상 공간의 고갈, 소음 공해 등으로 육상에 풍력터어빈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차츰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이 활성화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더 좋은 풍력 자원의 확보를 위해 심해로 차츰 눈길을 돌리면서, 자연히 부유식 해
상풍력터어빈 개념이 제시되어졌으며, 최근 5년 사이 실해역 부유식 해상풍력터어빈의 설치가 유럽의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해외 산업체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부유식 해상풍력터어빈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복합해상환경 하
에서의 부유식 해상풍력터어빈의 거동 예측과 성능 평가를 위한 해석 프로그램의 개발은 해상풍력 전문가들의 주요 토픽들 
중의 하나로 급부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 기구의 활동으로서 IEA Task30 부유식해상풍력터어빈 해석 프로그램 상
호 비교, 협동연구 등을 위한 OC4 (Offshore Code, Collaboration, Comparison, Continuation for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OC4 Phase 2에서는 해석을 위한 공통 해상풍력터어빈으로서 반잠수식
(Semi-Submersible)형식의 5MW 부유식해상풍력터어빈이 마련되었고, 현재 2년 차 마지막 해석 조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OC4 반잠수식해상풍력터어빈의 1:80 축척의 모형시험 수행 및 Task30 OC4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보여 주고 
있다.

Keywords : IEA Task30 OC4 Semi-submersible Offshore Wind Turbine, Model test,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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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이드 연성을 고려한 

부유식 풍력 터어빈 모형시험에 한 연구

 

김 조․정재호․김기 (삼성 공업(주))․홍사 ․김진하(한국해양과학기술원)

A study was performed on the model test for floating wind turbine with rotating blades in wind. In 
the model test for offshore structures in waves, the Froude number similitude has been used, which is 
preferred for the model test of floating wind turbine because wave forces as the dominant external 

forces for a floating vessels can be properly scaled down. Howe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erodynamic loading which is dependent on Reynolds number strongly. Since the geo-sim blade 
(down-scaled in Froude scale) produces lower thrust and torque than required due to the large 

difference of Reynods number, a new blade was designed to generate the required thrust at low 
Reynolds number. In view of global motion of the floating wind turbine, the proper thrust in model 
test could be most important as it directly affect the global motion. Due to the requirement of light 

weight of model blade, the model blade was made by using carbon fiber. 
The model test with rotating blades was performed at an ocean basin in wave and wind; the impact 
from the rotating blades to the global mo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model test. As a result, the 

low frequency motion was increased by wind, which could be reduced with a proper turbine 
controller. However, the application of controller should be examined through the coupled analysis 
and mode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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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개념을 활용한 동시공학 Process 
김민수(부산대학교),신성철(부산대학교),김수영(부산대학교) 

 
Concurrent engineering process using concept of Tact 

Kim,Min Su(Pusan National University), Shin,Sung Chul(Pusan National University), Kim,Soo Young(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에 있어서 인력 관리 및 공기 단축은 공정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크루즈선의
경우, Accomodation의 비율이 높고 반복 공정이 많아 새로운 공정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설사의 마감공사에
사용되는 택트 공정관리 기법 도입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택트 공정관리는 린건설, LOB, 
가치흐름기법을 활용하여 작업부위를 일정하게 구획하고 작업 시간 평준화를 통한 선•후행 작업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크루즈선의 바닥 마감공사의 경우 PRE-INTERIOR부분, FRAME WORK, SKIN-FIXTURE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설사의 마감공사와 유사해 택트 공정관리 적용이 용이하다. 

 
Keywords:Tact management(택트 공정관리), Lean Construction(린건설), Cruise(크루즈), Finish work(마감공사), Duration reduction(공기단축)
 

 
1. 서 론(1장)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선, 해양플랜트 공사의 대형화 · 복잡화 · 다양화 됨에 

따라 반복 공정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조립 공정 및 의장 
공사의 수가 증가하여 새로운 프로세스 관리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 해양플랜트 공사의 경우, 
연구 범위가 PERT/CPM기법 등 전통적인 기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화가 되고 있는 조립 공정 및 
의장 공사에 특화된 기법의 연구는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선의 정점이라 불리는 
크루즈선의 경우, 우리나라 조선소의 건조 경험이 
없을뿐더러, 산업 기반이 미흡하다.  

크루즈선의 구성을 보면 선실의 비중이 
70%(승객시설50%, 승무원시설10%, 서비스시설10%, 
부대시설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설비 시설 및 기계설비 
시설이 차지하는 선박 기능 요소는 25%를 차지하고 있어, 
상선과 다른 공정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주택 
공사의 마감공사에 사용되는 TACT공정관리를 도입하여, 
크루즈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공기를 지연시켜 생산성 저하를 
유발시키는 요소를 식별하고, 작업의 대기, 간섭을 초래하는 
다수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시킨다. 선행 작업의 
작업 기간과 작업량 등의 변동이 후속 작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Kim, Yoon, Jang, Suh. 2007)이처럼 
반복공정이 많은 크루즈선과 공동주택의 유사점을 
연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동, 대기시간, 처리, 검사로 구성된 작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린건설(Lean 
+ Construction), 반복작업에서 생산성을 기울기를 나타내는 
LOB에 가치흐름기법을 도입한 택트공정관리를 크루즈에 
접목하였다. 

이는 크루즈 디자인의 3요소인 기능성, 양질성, 심미성이 
건축의 3요소인 공간, 재료, 빛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기초개념에서 출발하여, 크루즈선의 선실의 반복 공정을 
건설사의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유사점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TACT공정관리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분석한다. 둘째,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공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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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크루즈선에 적용하기 위한 Deck별 
TACT공정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TACT 공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책을 
강구한다. 

 
Fig. 1 LOB 

 

 
Fig. 2 Value Stream Technique 

 
2. TACT 공정관리 

 
2.1 택트 공정관리의 구성 원리 

 
택트 공정관리를 구성하는 린건설, LOB, 가치흐름 기법에 

대해 알아보자. 린건설은 적시 생산, 흐름 생산, 변이 관리로 
설명된다. 적재 적소에 필요한 양을 적시에 제공하여 생산 
효용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즉, 협력업체 별 상호 
조정을 통하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선후행 사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작업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함으로써 작업간의 
재고에 대한 재고 비용의 감소, 불확정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 높은 혁신율, 참여자간의 상호 협력 증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변이관리는 시스템에 내재 또는 
외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성과치가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고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현상이다. LOB는 반복 
작업에서 각 작업조의 생산성을 유지시키면서 그 생산성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으로 각 작업의 진행을 표시하여 
전체공사를 도식화하는 공정계획 기법이다. 가치 흐름 
기법은 가치 창출 작업시간과 비가치 창출 작업시간을 전체 
작업시간 대비 분석한 후 비 창출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낭비를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Han, Shin, Kim, Kim, Seo, 2003) 

 
2.2 택트 공정관리의 개념 

 
택트 공정관리는 작업 부위를 일정하게 구획하고 작업 

시간 평준화를 통한 선후행 작업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에서 유래되었고 흐름 생산의 
원리를 적용한 기법이다. 작업을 진행상황에 따라 공정별로 
세분화하여 각 공정 작업 기간이 같아지도록 인원, 장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공정관리이다. 

택트 공정관리 기법은 재고 최소화, 낭비 최소화, 관리의 
편의성 향상, 공기단축 그리고 비용의 감소를 이룰 수 있다. 
이는 특정 작업을 세부작업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각 
작업에 대하여 선후 작업 관계를 연결한 상태가 규칙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Kim, Kim, 
Cho. 2006) 

또한 택트 공정관리 기법은 공종의 공사속도를 파악하기 
쉬울 뿐 만 아니라 작업 착수시기, 작업 시작점, 작업 
완료시기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행 방향 및 위치별, 
장소별 후속 공정투입 등을 알 수 있다. 현재 택트 
공정관리는 정형화된 형태는 없으나 전체 공정표 및 막대 
공정표 혼용 등 활용 범위가 크다. 

 

 
Fig. 3 TACT Milestones 



2.3 택트 공정관리의 종류 및 관리 포인트 
 
택트 공정관리는 흐름 작업의 특징인 정시간 

정량생산에 의한 자원 평준화와 공정간 보유 
시간을 “0”으로 함으로써 실현하는 공기단축, 
각 공정작업의 표준화에 의한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택트 공정관리는 형식적 택트형, 
불완전 택트형, 완전 택트형으로 3가지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형식적 택트형은 개별 
협력사의 흐름만이 고려된 것이다. 불완전 
택트형은 일부 협력사의 작업관 자원만의 
흐름을 고려한 것이다. 완전 택트형은 모든 
협력사의 작업과 자원의 완벽한 흐름을 
고려하여 완벽한 흐름 생산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3가지 종류의 택트 공정관리는 
올바른 공정을 위해 관리 포인트가 필요하다. 
첫번째로 협력 업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협력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일방적인 공정 
진행이 아닌 협의와 자율에 의한 공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택트 공정관리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사전 계획 완비인데 이를 위해 
철저한 시공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선행 
공정은 후행공정에 피해가 없도록 협의 사항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Kim, 
Han, Shin, Kim, Kim, Seo, 2003) 
 

 
Fig. 4 Change of the construction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sequence of operations for each DECK. 
 

2.4 자원평준화 
 

자원 평준화는 인적 자원 관리를 할 때, 시간의 일정을 
지키고 자원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가능한 자원의 
일정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택트 공정관리 
기법에서의 다공구 동기화에서 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작업 구역 및 공종별 세분화를 하는 다공구와 Actitivy time이 
같아지게 인원과 장비 배치를 하고 같은 DECK 작업의 
선•후 관계를 조정하고, DECK별 작업 순차적 진행 계획을 
세우는 동기화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Joung, Yoon, 
Suh, Shin, Kim, Kim, 2003)  
 

2.5 택트 타임 
 

택트 타임이란 작업 소요기간을 의미하며, 
요구하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택트 
공정관리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작업 구간의 
분할에 의한 공정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작업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구역내의 단위작업들의 예상 작업시간들의 
평균치인 택트타임을 구한다. (Yoon, Suh, 2005) 
 

3. TACT 공정관리의 적용 
 

3.1 타워팰리스와 크루즈의 적용 
 

타워팰리스 공사의 경우, 택트 공정관리가 이루어진 
부분과 택트공정관리를 적용하지 않은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택트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은 가설공사, 
주차장 골조공사, 주차장 마감공사, 지상1,2층 골조공사, 
기계, 전기실공사이다. 3일/층 택트 공정 부분은 CORE 
WALL공사, 철골공사, DECK PLATE공사, SLAB골조공사, 
내화피복공사, 커튼월공사이다. 4일/층 택트 공정부분은 
세대 칸막이벽 공사, 세대 인테리어 패키지공사, 
바닥공사(차음재, 기포, 방통), 세대 설비 전기공사, 공용부 
마감공사, 공용부 설비, 전기공사이다. 기타 택트 
공정부분은 HOIST 간섭부 세대 인테리어공사, HOIST 
간섭부 설비, 전기 공사이다. 여기서 크루즈선에 응용 활용 
가능한 부분은 택트 공정관리 부분이다. 

택트 공정관리기법의 각 세대 주요 공정 순서를 살펴 보자. 
세대 인테리어 주요 공정순서의 경우, 골조공사 이후 
공정GROUP을 3단계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골조 
공사에 해당하는 구조부의 경우, CORE WALL공사, 철골공사, 



DECK PLATE설치, 바닥콘크리트 타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공사 이후 PRE-INTERIOR부분, FRAME WORK, 
SKIN-FIXTURE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PRE-INTERIOR부분은 세대 마감 먹매김, 상부런너, 
내화피복공사, 커튼월 설치, 설비 천정 및 벽체배관으로 
구성된다. 이 공사 이후 실시되는 FRAME WORK는 세대간 
벽 설치공사, 등 박스, 장식천정 설치, 방수턱, 시스템 창틀 
설치, 경량벽체 설치, 방수공사가 이에 해당하며, 공정 실시 
순서도 열거순과 같다. SKIN+FIXTURE 구간은 도장공사, 
시스템 창호 문짝/ 문창호틀/유리공사, 고정식 가구 공사, 
타일 및 석공사, 신발장설치, 장식벽체, 걸레받이 목공사, 
목재도장, 주방가구, 마루판설치, 각종 문짝 설치, 
도배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크루즈 선실 부분의 마감공사 경우, 타워팰리스처럼 
구성이 PRE-INTERIOR부분, FRAME WORK, 
SKIN-FIXTURE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착안하여 크루즈 
인테리어 공사의 순서를 나열하면서 택트 공정을 
구성해보았다. 크루즈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경우, 공정이 
총 2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정을 재고의 최소화, 낭비의 
최소화, 관리를 편리하게 하여 관리 능률의 향상, 변이 관리 
능력의 향상, 공기단축과 비용감소의 효과를 고려하여 
총4단계의 택트 공정관리를 구성해 보았다. 여기서 4단계는 
택트 적용을 위한 작업 분할이며, DECK별로 작업 분할을 
하여, 공사를 여유럽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각 단계별로 공정 계획 수립을 위한 로직을 표현하기 
위해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각 택트 공종별 진행되어야 할 
전체 액티비티를 분석하고 집계하였다. 동일 작업군에서 
액티비티 집계치에 대한 선후행 관계를 명확히 하여 택트 
단위작업 안에서 주작업과 부작업을 구분하여 공정흐름을 
결정하였다. (Shin, Park, Yun, Koo, 2010) 

첫번째 택트는 선행 골조 지지 프레임 작업을 위한 용접 
작업→룸유닛 지지 프레임 선행 작업 및 설치 (PIPE 
SUPPORT) → 덱 언더레이 시공 및 재료 분리대 선행 
작업(STEEL OUTFITTING) → 덱 전기 케이블 지지 프레임 
선행 작업 및 시공(ELECTRIC SUPPORT) → 파티션 
벽체지지 구조 틀(WALL PANEL SUPPORT) → 천장지지 
프로파일 프레임CEILING PANEL SUPPORT→천장 러너선행 
작업CEILING CROSS RUNNER → 전기 케이블, 재료 
분리대, 바닥 지지 프로파일 선행 작업으로 구성되어진다. 
두번째 택트는 격벽 단열 시공 → 덱, 파이프, 덕트 단열 
시공 → 하드코어 패널 벽체 시공, 선행 골조 → 라이닝 
벽체 시공/지지 구조를위 하드코어 패널 시공 → 파티션 
벽체 패널 시공/지지 구조틀 위 하드코어 패널 시공 → 
지지구조틀 시공/러너에 실링 패널취부 → 천장 패널 시공 
마무리 → 필라와 천장 패널 시공으로 구성된다. 세번째 

택트는 객실 복도 덱 언더레이 시공 및 재료 분리대 선행 
작업 → 티크 방수 플로어링 시공 → 데코 필러 마감 시공 
→ 하프 파티션과 주문제작 가구를 위한 지지 구조틀 시공 
→ 하프 파티션, 주문식 소파 가구 시공 → 선 덱, 야외 풀 
공간 시공 → 선 덱 어닝 시공 → 슬라이딩 글라스 루프 
시공으로 구성한다. 마지막 네번째 택트는 주문제작 가구 
시공 → 조명지지 프레임 및 조명 취부 → 데코 다운 라이트 
조명 기구 취부 → 카펫 시공, 펠트 포함 → 마린 우드 
플로어링 시공으로 구성한다. 이처럼 작업을 진행상황에 
따라 공정별로 세분화하여 계획함으로써 공정 작업 기간이 
같아지도록 인원, 장비 등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때 
택트 작업 분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루즈선 마감공사를 
DECK 단위별 택트 적용을 하고, 협력업체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크루즈선의 인테리어 마감공사는 조립 공정에 비해 
반복적인 작업 운영을 통해 작업 팀의 운영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할 수 도 있다. 그래서 각 Tact Time 별 연구를 통하여 
반복적인 공정을 통해, 학습효과를 이룰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Fig. 5 Application of Tact management 
 
Fig. 5의 (1)은 택트를 적용하지 않은 공정이고, (2)는 작업 
팀을 1DECK에 배분한 경우, (3)은 1DECK를 2개 관리 
UNIT으로 분할한 경우이다. 택트 분할이 이루어지며 
공기단축으로 인해 재고 및 낭비가 최소화되고 비용이 
감소하며 관리의 편의성이 향상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Tact techniques of Cruise Cabin Floor construction  
 
Fig. 6은 크루즈 캐빈 바닥공사의 택트 공정기법을 설명한 

것으로 데크 컴파운드, 카펫본드+타일본드와 바닥 
미장(Flooring) 공정을 중심으로 공사 운영팀을 구성하여 
진행을 예측한 것이다. 작업 효율성과 장비의 효율성을 감안 
한 것으로 4개 Cabin을 1그룹으로 구성하여 1택트(4.5일)의 
기준을 잡았다. 이때 마감공사 4개 DECK 수행시 타 공정을 
무간섭으로 보고 마감공사 4개 Cabin을 역순공사가 
가능하게끔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택트 공정 관리를 크루즈선의 접목할 
경우, 공정의 수가 증가하여, Activity의 수 증가에 의한 
새로운 택트공정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Fig. 7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일반 건축물 Activity가 1000개 정도 
이고, 일반 상선의 Activity가 1400개 인 것을 감안하여, 
일반건축물 대비 타워팰리스의 Activity의 수가 5100개 인 
것을 감안하면, 크루즈선의 Activity의 수는 6000개 일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이처럼 Activity의 수가 많고, 
동시착수의 필요성이 있으며, 크루즈선과 같은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택트공정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 개발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사의 초고층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Primavera Project Planner를 도입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크루즈선 건조에 
택트공정관리 도입 후 Primavera Project Planner로 공사 
수행시 조선소에서는 계획단계에서 3.0%, 자원관리 3.0%, 
비용통제 0.85% 등 총 6.85%의 공사비 절감효과를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선주 입장에서도 계획 단계 2.5%, 
공기단축 4.0%, 비용통제 2.10%로 총 8.60%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Fig. 7 Estimated Activities 
  
Fig. 8은 택트 공정관리가 조선업에 적용될 경우의 
예상이익을 상정한 것이다. Lead Time이 41.2%단축되고, 
투입인력은 33.3% 감소하며, 투입 MH는 30.3% 향상되고 
생산성은 30.5%향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업의 
표준화 실시로, 부하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원활하고 
효율적인 작업자 배원관리가 실현되어 능률향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타작업 또는 타 부서와의 이해부족이나 
간섭현상 등 비협조로 Loss과다발생 및 작업 지연 등이 
크게 줄어 타작업 타부서와의 연계가 원활해져,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지기 때문이다. (Han, 2004) 그리고 
크루즈선의 인테리어 마감공사의 경우, 반복공정이 중첩되어 
있어, 그 효과는 다른 구간에 비해 클 것으로 추정된다. 
 

 
Fig. 8 Expected profit of Tact 
 

4. 결 론 
 
본 연구는 조선, 해양플랜트 공사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현안 중 공정관리기법에 대해 크루즈의 택트 공정관리 



도입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반복 공정이 많고, 
공기의 단축이 필요한 크루즈선에 택트 공정관리의 다공구 
동기화를 통한 공사지연방지 및 인력 낭비 최소화로 자원 
관리 및 비용통제 등에서 많은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택트 공정관리의 경우, 기존의 PERT/CPM 등의 
기법에 비해 난해하고 전담 인력에 의한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해 부족과 운영 미숙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샵을 통한 의식 공유와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즉 목표를 공유한 택트 공정관리표 작성을 
출발점으로 조선, 해양플랜트의 새로운 공정기법 도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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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정보 및 실적 구조 재정립을 통한 
Smartwork 기반의 공정관리시스템

박주용(한국해양대학교), 오형석(한국해양대학교)

Smart Work Based Shipyard Production Control Systems through 
Organizing Work Information and Performance Structure

Ju-Yong Park, Hyoung-Seok Oh 

요 약

공정관리의 관점에서 실행계획과의 실적과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줄이기 위해서는 실행계획과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실적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시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작업
지시 및 실적을 수집하고,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작업지시 및 실적수집에 초점을 둔 스마트 워크 기반 조선 생산 공정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작업 정보 및 실적 구조를 재정립하고 이를 객체지향 방법론을 통해 개발하였다.

Keywords : Smartwork(스마트워크), Production Control System(공정 관리 시스템), Workorder(작업지시), performance(실적), CBD(객체지향
방법론)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조선해양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
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조선해양 산
업은 세계경제불황으로 국내외 수주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고부가 가치 선박 제
조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인 공정관리란 첫 번째로 선박 제조를 
위한 단위작업의 특성에 따라 자원들을 할당하고 일정계획을 수
립, 일정 계획을 바탕으로 작업 현실에 최대한 가깝고 지시에 대
한 실적까지 고려한 적절한 작업지시가 이루어 져야한다. 두 번
째로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공정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통해 일정을 통제 및 조정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있

다. 조선산업은 대부분의 공정이 Jobshop 생산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 산업의 특성상 수 만개의 제품이 관리되고 Jobshop 생
산 방식에서는 공정순서 및 장비가 유동적이므로 관리자가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일정계획에 맞춘 실행계획을  수립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형 조선소를 
제외한 조선소에서는 실행계획의 부재로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
의 작업지시 및 이행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경험에 의한 수기 및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
한 방법은 돌발 상황 및 문제 상황, 그리고 유동적인 계획 변경 
등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공정관리의 관점에서 
실행계획과 실적과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최대한 
그 편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행계획의 수립뿐 만아니라, 
공정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
과 비교할 수 있는 실적자료까지 수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
템이 필요하다 하겠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실행계획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계획이지만 보다 
정확한 실행계획 대비 실적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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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작작업자의 단위작업에 근거한 실적이 수집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

인 작업지시 및 실적을 수집하고,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작업지시 및 실적수집에 초점을 둔 스마트 워크 기반 조선 생산 
공정관리 시스템 개발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범용적인 테스트 및 적용을 위해 알맞은 공
정대상을 선택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스마
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에 알맞게 필수적인 작업정보 및 실적 구조
를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은 객체지향 방법론인 CBD를 통
해 개발하였다. 

2. 본 론

2.1 도입 공정 대상 및 적용 기술 선정

 국내외 조선소들은 각기 다른 생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시
스템을 개발하고 나서 범용적인 테스트 및 적용을 하기 위해 최
대한 유사한 공종과 직종을 포함하고 있는 패널라인 공정을 선택
하였다. 패널라인은 패널블록을 생산하기 위해 강판(plate)와 보
강재(Stiffener)를 용접하는 흐름방식의 생산라인이다. Fig. 1은 
패널라인 공정의 흐름을 보여준다.

 

Fig. 1 Process of panel line

작업지시 및 실적, 현장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회 및 
입력하기 위해서 스마트 워크를 적용하였다. 스마트워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해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 없이 언
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의 개념이다. 오늘 
날 빠르게 발전한 IT기술과 조선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 가치 
창출, 그리고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작업, 조업관리, 효율적
인 작업정보 및 현장정보 제공 등의 여러 부분에서 조선과 IT 융
합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공정관
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실행계획 별 작업지시를 내
리고 이에 따른 생산 실적을 수집하고, 생산 진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워크 기반의 개발에 맞게 관련 정보를 선정하고 
구조를 정의하였다.

2.2 작업정보 및 실적 구조 재정의

현재 대부분의 조선소의 실적은 실행계획의 부재 및 현재 시
스템 환경에 맞추어 중일정 계획 또는 실행계획의 작업완료 수준
에서 수집되고 있다. 수집되는 실적 또한 초기계획의 완료 유무
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
에는 실적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Fig. 2는 위에서 언급한 계획 
및 작업지시, 실적구조의 이상적인 흐름을 관련 Actor와 함께 보
여주고 있다.

Fig. 2 Ideal flow of planning and work order, performance 
structure

보다 정확한 실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사실적인 작업정보 및 실적 구조를 재정의 할 필
요가 있다.

작업정보 및 실적 구조 재정립을 하기 위해 작업지시 및 실적
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들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업지시 
및 실적은 조선소 생산계획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조선의 생
산계획은 계획 대상기간의 관점에서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계획
으로 구분한다. 대일정은 1~3년 정도의 연 단위 계획기간을, 중
일정은 2~6개월, 소일정은 1개월 정도의 계획 대상기간을 가진
다. 계획의 역할로 구분하면 선표계획, 기준 계획, 실행계획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구분 기준이 다를 뿐 동일한  계획이다.(Lee, 
2009)  그리고 작업지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일정계획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작업 및 실적 정보를 정의하고 구조를 나
누었다. Table 1은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정의한 작업지시 및 실
적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 Work and performance data
Work Data & Performance Data

WorkOrderID Performancehour
DetailExecutionSchedulingID Hullnumber

StartDate Blocknumer
EndDate Activity2~4

Order hour Production Order

해당 연구에서는 계획 및 작업지시에서 언급되는 단위 작업을 
Activity로 정의하였으며, Activity 구조는 Fig. 3 과 같이 Act2~4
까지로 나누었다.

Fig. 3 Activity structure

2.3 객체지향 방법론(CBD)을 통한 설계 및 개발

스마트 워크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개
발 방법론 중 CBD(object-oriented Component Based 
Develoment) 방법론 이용해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였다. CBD 
방법론에 따라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요구사항 파악
에서 현장 답사 및 자료 조사를 통하여 필요 정보 및 기능을 정
의 하였고 두 번째로 정의된 정보 및 기능을 Actor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였다. 세 번째로 유스케이스에서 정의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객체 모델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진행하였다. 네 번째로 정의 기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포넌트를 토대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여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작업지시 및 실적을 보다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현장 작업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성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산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수집하

기 위해서 작업지시에 필요한 작업정보 및 실적을 정의하고 구조
를 정립하였다. 스마트 워크 기반의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조선소 생산계획을 분석하여 필수적인 정보를 정리하였다. 그리
고 작업지시 및 실적에 초점을 둔 공정관리 시스템을  CBD 방법
론을 이용하여 설계하여 여러 가지 기술문서를 도출하고 개발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각기 다른 조선소의 시스템에 적용 및 
테스트, 그리고 조선소 내 다른 생산 공정의 적용에 유연하게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 중 현장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은 사람마다 각기 요구
사항이 다르므로 모든 사용자의 편의를 적용한 시스템 인터페이
스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
해야하는 문제이므로, 차후 추가 업데이트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
발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조선소 마다 생산계획 및 작업정보가 
다르고 각각의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보의 확실성 및 활용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향후 계획을 통
해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4. 후 기
본 연구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0039739, Smart Work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 개발)으로 지
원된 연구의 일부로 수행된 것을 함께 정리한 것으로, 위 기관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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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일요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WBS를 적용해 세일요트에 필요한 업무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일요트의 설계 및 생산 단계의 정보는 WBS 정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계와 생산 같은
업무는 프로세스의 연결이 정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 WBS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연결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Keywords: Yacht Work Breakdown Structure(요트 작업 분류 체계), Process Management(프로세스 관리) 
 

1. 서 론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기술적 완성도와 산업 규모 

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고, 연관이 깊은 다른 제조업 
또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반면, 요트 산업은 
기반 기술은 조선업과 흡사하고 생산 및 판매 형태는 자동차 
산업과 흡사해 한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조건이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위치는 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요트 
시장이 공개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고 비공식적인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져 있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요트, 그 중에서도 고급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세일요트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온라인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일요트를 구성하는 업무를 
분석하는 틀로 요트작업분류체계(YWBS, Yacht Work 
Breakdown Structure)를 구축하였고 연결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프로세스 관리 방법을 도입하였다. 

 
2. 요트작업분류체계(YWBS) 

 
2.1 작업분류체계 개요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ISO 9000에 따르면 분류체계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활동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ISO 27026, 2011). 분류체계는 그 목적에 따라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 
비용분류체계(CBS, Cost Breakdown Structure), 
조직관리체계(OBS, Organization Breakdown Structure)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분류체계는 상하위 계층을 갖는 
구조체 형태를 갖고 있으며, 단위 정보는 각자의 식별자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 다음 Fig. 1는 일반적인 WBS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성 계약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로써 
위성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 기준의 정보를 상세히 
보이고 있다. 분류체계는 사용하는 목적에 의해 그 형태나 
항목이 큰 차이를 갖게 된다. 따라서 최종 설계된 
분류체계들은 초기 설계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Fig. 1 Example of a work breakdown structure (ISO 27026,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011) 
 
대표적인 WBS 연구는 미 해군에서 개발한 SWBS(Ship 

Work Breakdown Structure)을 꼽을 수 있다. SWBS는 
선박을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 
중심의 분류체계이다(Lee et al, 2013). 조선소에서는 
생산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작업분류체계가 사용된다. 
여기에는 조선소 생산관리 단위를 WBS 코드로 명세하고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요트 엔지니어링 정보 관리를 위한 
작업분류체계를 대상으로 이를 설계하고 시스템과 연동하는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요트작업분류체계 설계 

요트작업분류체계(Yacht Work Breakdown Structure)는 
요트 엔지니어링 관리 시스템의 기본 자료 구조의 설계 
역할을 수행하며, 요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공정 정보와 
관련한 제품 정보의 구조를 표현하는 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Lee et al., 2013) 의 선행 연구에서는 YWBS의 
설계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과정은 세일요트 제조업체가 원하는 사용목적을 
설정하는 것이다. 위 연구에서는 제조업체의 생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Fig. 
2과 같이 정의된 사용목적들의 일반화를 수행하고 이를 
공간좌표 형태로 사상(Mapping)하여 표현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상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위 항목을 구성하고 
체계 구조도를 작성한다. 

 

 
Fig. 2 3-axis integration of the YWBS system (Lee et al, 2013) 

 
이와 같은 YWBS 구조는 단일 목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WBS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Koeing et al., 1997)이 
제안한 Generic-WBS의 개념을 참고한 것이다. 
Generic-WBS는 조선소에서 제품, 공정, 자원, 일정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 선박의 제품 
구조와, 공정, 스테이지를 세 축으로 통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Fig. 3) 
 

 
Fig. 3 Multiple interim products with multiple stages and work 

types (Koeing et al, 1997) 
 
YWBS는 세 축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프로젝트, 관리, 활동, 제품, 
제품 지원 도구의 5가지 관점에서 정보를 분류하였다. 다음 
Fig. 4은 설계된 정보 그룹들의 세부 항목을 보이고 있다. 

 

 
Fig. 4 Group definition of the YWBS system 

 
2.3 요트작업분류체계 구현 사례 

설계된 YWBS의 적용을 위해서는 작업분류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코드시스템과 작업분류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음 Fig. 5는 YWBS 구현을 위해 구현한 
코드 시스템 적용 사례이다. YWBS 코드는 총 17자리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의 11자리는 
분류체계 구분 코드이며, 뒤의 6자리는 분류체계를 사용할 
항목의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앞 11자리는 각각 그룹 1자리, 



타입 1자리, 레벨 1 3자리, 레벨 2 3자리, 레벨 3 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코드는 영문자와 숫자만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단위 코드는 서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식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같은 코드가 생성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술서를 통해 중복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Fig. 5 Code system example of the YWBS system 

 
YWBS 설계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팀은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기반의 
Silverlight를 통해 설계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Silverlight는 웹사이트 상에서 구동 가능한 플랫폼으로 
포철사이트로 형태로 구현되는 요트 엔지니어링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술이다. 본 
소프트웨어는 YWBS 컨텐츠 정보와 코드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이어그램 산출물을 생성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YWBS 컨텐츠의 세부 정보 및 코드 정보는 모두 
엔지니어링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본 소프트웨어에서는 별도의 데이터 저장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엔지니어랑 관리 시스템과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 웹 서비스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YWBS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XML 스키마를 
설계하였다. 이는 웹 서비스를 통해 전달될 XML 데이터가 
YWBS 정보를 빠짐없이 표현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자료로써 활용되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의 표현보다는 
컨텐츠 구조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Fig. 6 XML schema for the YWBS system 

 
 
 

3. 요트작업분류체계의 프로세스 연동 
 

3.1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개요 
앞 장에서 연구한 요트작업분류체계를 통해 총 5가지 그룹으

로 분류 기준을 나누었고, 그 중에서 요트 온라인 시장을 구축하
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제품과 부품 정보를 관리하는 
Group 4 Object와 요트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
보로 관리하는 Group 3 Activity이다. 나머지 정보의 경우 요트 
온라인 시장에 찾는 구매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의
미가 있을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일반 제조업에서 BOM(Bill Of Material)에 해당하는 
Group 4 Object는 계층 구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정보의 구조
화를 완료할 수 있다. 앞 서 정의한 요트작업분류체계는 Level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층구조를 지원하므로 계층 정보만 제대
로 정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제품 및 부품 정보를 관리할 수 있
게 된다. 반면 Group 3 Activity의 경우 Group 4와 같이 계층 구
조를 가질 수 있지만 계층 구조만으로는 전후 관계를 정의할 수
가 없다. 요트를 제조하는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Group 3의 경우에는 전후 관계 정의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
러나 요트작업분류체계 뿐 아니라 근간이 되는 작업분류체계에
서 역시 계층 구조 이외에 전후 관계를 정의하는 규칙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무 적용 과정에서 작업분류체계를 사용할 때, 
필요에 따라 전후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
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후 관계 정의를 요트작업분류체계를 지원하
는 별도의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은 요트작업분류체계의 Group 3 Activity 
정보를 인식하고, 해당 정보의 전후 정보를 정의하는 추가 정보
를 정의한 후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
서 요트작업분류체계에 대해 종속적인 시스템으로 작업분류체
계 표준에 별도의 전후 관계 정의를 더하여 관리하는 추가 시스
템이다. 

 
3.2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사례 

전 절에서 서술한대로 전후 관계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단순
하게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고 전후 관계 정의
가 필요한 사례가 워낙 많다보니 각 분야에서 프로세스 관리라
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해
당하는 요트 온라인 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프로세스 관리라
는 개념의 범위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프로세스 관리는 이전 연구에서 요트
작업분류체계가 더 큰 범위의 작업분류체계의 개념을 특정 사례
에 맞게 구체화 시킨 것처럼, 유사 개념인 사업공정관리(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의 개념을 필요에 맞게 수정하



는 것으로 구축할 수 있다. 
사업공정관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기술과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업무 관리와 수행 효율을 높이려는 목
적으로 개발한 일련의 방법론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계
량화를 통해 단위 프로세스로 만들고, 이를 관리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정보 시스템에 통합한 뒤 지속적인 업
무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기업 업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업 업무를 표준화하고 단위
별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 입장에서는 
단위별로 구성한 기업의 사업 공정을 가시화하고 기존 정보 시
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통칭 Workflow)과 기존 기업 정
보 시스템의 요소 모듈과 연결하여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통칭 
EAI)이 필요하다. 이 중 프로세스 가시화에 해당하는 Workflow 
정의와 기업 시스템 실행에 해당하는 표현법은 표준안이 제시되
어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핵심 역량을 
기업 업무 분석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관련 표준으로는 아래참조 그림에서 예제로 확인할 수 있는 
표기 표준 BPMN(Business Process Model and Notation)과 모
델링 언어 규칙을 정의한 BPML(Business Process Modeling 
Language), 실행 명령 표준을 정의한 BPEL(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등이 있다. 

 

 
Fig. 7 An Example of BPMN (Object Management Group, 

2012) 
 
3.3 요트작업분류체계의 프로세스 관리 연동 방안 

앞 절에서 서술한 BPM 기술은 내부적으로 여러 계층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지만, 외부에 드러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BPMN으로 대표할 수 있다. 표준에서 사양을 정의하면 소프
트웨어 개발 단체나 개인이 해당 사양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 생태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는 앞 장에서 설계한 요트작업분류체계와 
BPMN을 연동하는 방법을 정의하면 실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준비를 완료하는 셈이 된다. 

실제 BPM 구축 업무는 업무를 분석하고 표준화한 후 BPMN 
표기법에 따라 정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실제로 존재

하는 업무를 추상적인 BPMN으로 바꾸고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재정의(re-engineering)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
고, 결과로 정의한 추상적인 형식의 BPMN이 실제 업무를 얼마
나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따라서 구축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BPMN로 매핑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BPMN 표준은 2011년에 제정된 
2.0 표준을 따랐다. (Object Management Group, 2011) 해당 
표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BPMN의 구성 요소는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Fig. 8 Basic elements of BPMN (Object Management Group, 

2012) 
 
이 중에서 요트작업분류체계의 Group 3 Activity에서 정의한 

단위 요소는 정확하게 BPMN의 Activity 요소와 연결된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며 BPMN의 Activity는 속성에 따라 크게 Task, 
Sub Process, Call Activity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요소 역
시 많은 하부 요소를 갖는다. 또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Group 3 요소의 경우 BPMN의 Sub Process와 연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BPMN과 요트작업분류체계의 연결은 Group 3의 
Activity를 얼마나 적절한 BPMN의 Activity와 연결하느냐의 문제
가 되며, 연결 후에는 BPMN의 프로세스 정의를 통해 업무 구조
를 구축할 수 있다. 

 
4. 프로세스 연동 사례 

 
4.1 프로세스 연동 기능 설계 

요트작업분류체계와 BPMN의 연동 방안으로 요트작업분류체



계의 Group 3 Activity 요소와 BPMN의 Activity 요소를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계층 구조를 가진 요트작업분류체계의 Activity 
요소의 경우 BPMN Activity 중에서 Sub Process와 연결하는 방
안을 정리했다. 

정리한 방법에 의하면 프로세스 정의는 Activity 요소를 
BPMN으로 나열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Activity 요
소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Table 1은 국내 요트 업체 
A사의 세일요트 실적에 대해 요트작업분류체계 Group 3를 정리
한 사례로 총 75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Table 1 An Example List of YWBS Group 3 
Index Group L1 L2 L3 Item(KOR) Item(ENG) 

0001 3 BUS NNN NNN 비즈니스 Business 

0002 3 BUS SAL NNN 영업 Sales 

0003 3 BUS SAL PJS 수주영업 Project sales 

0004 3 BUS SAL PDS 완성품영업 Product sales 

0005 3 BUS CNT NNN 계약 Contract 

0006 3 BUS CNT PJC 수주계약 Project contract 

0007 3 BUS CNT PDC 완성품계약 Product contract 

0008 3 BUS ACC NNN 회계 Accounting 

0009 3 BUS ACC ADP 선급금 회계 Advance payment 

0010 3 BUS ACC MDP 중도금 회계 Middle payment 

0011 3 BUS ACC BAP 잔금 회계 Balance payment 

0012 3 DEV NNN NNN 개발 Development 

0013 3 DEV PRD NNN 초기 설계 Preliminary design 

0014 3 DEV PRD STY 스타일링 Styling 

0015 3 DEV PRD CPD 개념 설계 Conceptual design 

0016 3 DEV PRD MUD 목업 설계 Mock-up design 

0017 3 DEV HND NNN 선체 및 데크 설계 Hull and deck design 

0018 3 DEV HND PDD 주요 치수 결정 
Determination of principal 

dimensions 

0019 3 DEV HND HFD 선형 설계 Hull form design 

0020 3 DEV HND FBC 건현 계산 Freeboard calculation 

0021 3 DEV GAR NNN 일반 배치 General arrangement 

0022 3 DEV GAR GAR 일반 배치 General arrangement 

0023 3 DEV GAR CAR 구획 배치 Compartment arrangement 

0024 3 DEV GAR WAR 수밀 구획 배치 
Watertight compartment 

arrangement 

0025 3 DEV GAR EAR 기관실 배치 Engine room arrangement 

0026 3 DEV PSD NNN 추진계통 설계 Propulsion system design 

0027 3 DEV PSD MED 주기관 설계 Main engine design 

0028 3 DEV PSD SAD 세일 설계 Sail design 

0029 3 DEV PSD PRD 프로펠러 설계 Propeller design 

0030 3 DEV ORD NNN 
의장 및 부가물 

설계 
Outfit and rig design 

0031 3 DEV ORD OFD 의장품 설계 Outfit design 

0032 3 DEV ORD EOD 전장품 설계 Electrical outfit design 

0033 3 DEV ORD RUD 러더 설계 Rudder design 

0034 3 DEV ORD KED 킬 설계 Keel design 

0035 3 DEV ORD RGD 리그 설계 Rig design 

0036 3 DEV HYC NNN 선박 계산 Hydrostatic calculation 

0037 3 DEV HYC DPC 배수량 계산 Displacement calculation 

0038 3 DEV HYC WEE 중량 추정 Weight estimation 

0039 3 DEV HYC TRD 트림 계산 Trim calculation 

0040 3 DEV HYC STD 복원력 계산 Stability calculation 

0041 3 DEV HYC REE 저항 추정 Resistance estimation 

0042 3 DEV HYC MDT 모형 시험 Model test 

0043 3 DEV HYC SCT 구조 스캔틀링 Scantling 

0044 3 DEV DRP NNN 출도 Drawing print 

0045 3 DEV DRP LIP 선형 출도 Lines print 

0046 3 DEV DRP GAP 일반 배치 출도 GA print 

0047 3 DEV DRP ERP 기관실 설계 출도 Engine room drawing print 

0048 3 DEV DRP OUP 의장품 설계 출도 Outfit drawing print 

0049 3 DEV DRP ELP 전장품 설계 출도 Electrical outfit drawing print 

0050 3 DEV PRO NNN 시작품 제작 Prototyping 

0051 3 DEV PRO MUP 목업 제작 Mock-up production 

0052 3 DEV PRO PRP 시작품 제작 Prototype production 

0053 3 MAN NNN NNN 제조 Manufacturing 

0054 3 MAN CMP NNN 복합재료 생산 Composite production 

0055 3 MAN CMP PLM 목형 제작 Plug manufacturing 

0056 3 MAN CMP MMM 몰드 제작 Mold manufacturing 

0057 3 MAN CMP LAM 적층 Laminating 

0058 3 MAN CMP RNF 보강 Reinforcement 

0059 3 MAN CMP DMD 탈형 Demolding 

0060 3 MAN CMP CUT 절단 Cutting 

0061 3 MAN CMP PNT 도장 Painting 

0062 3 MAN CMP PRO 선의장 Pre-outfitting 

0063 3 MAN CMP INT 인테리어 Interior 

0064 3 MAN CMP ASB 조립 Assembly 

0065 3 MAN CMP AFO 후의장 After-outfitting 

0066 3 MAN ALP NNN 철/알루미늄 생산 Steel/Al production 

0066 3 MAN TRI NNN 시운전 Trial 

0067 3 SER NNN NNN 서비스 Service 

0068 3 SER DEL NNN 인도 Delivery 

0069 3 SER MNT NNN 유지보수 Maintenance 

0070 3 SER DIS NNN 폐기 Disposal 

0071 3 SUP NNN NNN 지원 Support 

0072 3 SUP ASS NNN 협회/단체 Association 

0073 3 SUP SPR NNN 공급업체 Supplier 

0074 3 SUP MGZ NNN 잡지/언론 Magazine 

0075 3 SUP EDU NNN 교육 Education 

 
분석한 75개 Activity의 경우 국내 요트 업체의 규모와 업무 

자동화 정도 때문에 상세한 수준까지 Activity가 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5종류 Task(Service, Send, Receive, Manual, 
Rule)와 보통 형식의 Sub Process로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대
부분 Flow 역시 Sequence와 Message 두 종류로 거의 표현이 
가능하다. 

 
4.2 프로세스 연동 구현 사례 

앞 절에서 분석한 요트작업분류체계 Group 3를 기반으로 
BPMN 2.0 표준을 따라 프로세스 연결 정보를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수준의 정보는 추상화 수준이 매우 높아 5 종류의 
Task와 1 종류의 Sub Process, 2 종류의 Flow로 표현이 가능했
다. 따라서 추후 상세한 추가 BPMN 모델링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여 Sub Process를 최대한 많이 적용하고 단순한 Flow 구조를 
지향하여 구성하였다. 모델링 도구는 Fig. 9처럼 GPLv3 라이선
스를 따르는 공개 소프트웨어 Yaoqjang BPMN Editor (Shi, 
2012)를 사용하였다. 

 

 
Fig. 9 An Example Screen Shot of BPMN Editor (Shi, 2012) 
 

5. 결 론 
 
세일요트 국제 시장의 투명한 기술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시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트의 설계에서 



생산까지 프로세스 연결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요트 공정은 기존 작업분류체계 방법을 
세일요트에 맞추어 구체화한 요트작업분류체계를 정의하여 
그 중 Group 3을 배정하여 해결하였다. 하지만 
요트작업분류체계에는 프로세스 전후 관계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BPM 개념을 적용하여 추가 정보를 구축하였고, 
논문에서는 그 중 가시화 영역에 해당하는 BPMN을 
이용하여 연결 정보를 분석 및 구축하였다. 

현재 시점까지의 논문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던 요트 산업에 대하여 다른 산업계와 학계에서 
체계화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보를 분석했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추상적 수준의 공정 
분석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화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가 연구는 현업 
인터뷰를 보강하여 구체적인 요트 생명주기(Lifecycle)를 
수집 및 분석하여 요트작업분류체계를 구성하고, BPM과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해 구축한 BPMN을 시스템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BPM 실행 모듈을 구축하여 온라인 시장에 통합하는 개발 
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요트작업분류체계와 
BPMN이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체계적이고 호율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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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VA Marine 3D의 iAR모델 변환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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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iAR Model Converting from AVEVA Marine 3D
Jung-Min Lee, Kyung-Ho Lee, Dae-Seok Kim

요 약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의 정보를 정교하게 정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가시화 기술이다. 이에 각 종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성공
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증강현실 기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 분야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적
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도입된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증강현실
콘텐트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활용 측면에서의 정보의 일관성/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통합형 증강현실 기술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증강현실 콘텐트/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3차원 설계 데이터
의 변환 및 모델의 재생성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를 가공해야 했으나 통합형 증강현실은 레거시 및 설계 시스템으로부터 증강현실 
콘텐트를 바로 생성하고 업데이트 된 정보의 제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USN 센서네트워크, 클라우드,
증강현실 기술과 설계 데이터의 증강현실 모델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논문에서는 조선 전용 3차
원설계 도구인 AVEVA Marine3D로부터 통합형 증강현실 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Tribon의
의장배관 데이터인 volume primitive의 활용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모바일 기반에서 volume primitive를 모바일 기기에서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가시화하고 이를 위한 통합 환경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OS기반의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그 활용성에 대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Keywords :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Integration (통합), Mobile (모바일), Smart Working (스마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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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레저선박의 전기추진 시스템 도입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추진 시스템은 디젤엔진 추진 방식에 비해 배치의 효율성, 중량 감소,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음과 진동 측면에서도 강점이 부각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레저선박의 전기추진 시스템 설계를 위한 레저선박의 운항시간 추정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레저선박의 선형 설계 결과와 저항 성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추진 시스템의 용적, 중량, 총
에너지량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과 피드백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설계선의 전기추진 시스템
초기 설계를 수행 할 수 있고, 특정 운항 성능을 만족하는 다양한 설계안 도출이 가능하다. 
 
Keywords: Electric Propulsion System(전기추진 시스템), Leisure Boat(레저선박), Estimation of Operating Hours(운항 시간 추정) 
 

1. 서 론 
 
최근 화석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선박에 대한 대기 배출오염 규제와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산업에서는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 건조를 목표로 
선박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신동력 에너지 선박 건조, 선박의 
환경 오염 저감성 향상등의 기술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추진 선박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써 
주목받고 있다. 전기추진 선박은 기존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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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는 달리 추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축계(shaft)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 이로 인해 기존 디젤 엔진에서의 
축전달 효율로 표현되는 손실 에너지가 상당분 절약된다고 
볼 수 있다.(O’Rouker, 2000). 또한 전기추진 선박의 경우 
터빈과 전동기를 연결하는 공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생기는 여유의 공간은 설계 및 제작에서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전체 설계의 배치 및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Hur et al., 2005) 

본 논문에서는 소형 레저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추진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기추진 시스템의 
초기 설계를 지원하는 운항시간 추정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2. 운항시간 추정 프로세스 

 
2.1 전기추진 시스템 정의 및 구성 요소 

 
전기추진 시스템은 추진 기관의 동력을 전기 

에너지로부터 얻는 추진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써, 추진 
동력원의 비율에 따라 크게 전전기(All-Electric)방식,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의 2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전전기방식은 전기 모터를 100% 동력원으로 이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은 기존의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이용한 방식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자동차 
산업에서부터 출발하였는데, 자동차 산업에서는 하이브리드 
종류를 Figure 1과 같이 구분하였다.(Magnus et al., 2010) 

 

 
Figure 1 Hybrid Types of Electric Vehicle 

 Figure 1의 오른쪽에 위치한 양방향 화살표가 추진 
동력원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위로 올라갈수록 기존 
내연 기관 엔진 방식을,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추진 방식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 추진 동력원의 크기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방식인 Micro Hybrid는 가장 낮은 

형태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써, 전기 모터의 역할은 기존 
디젤 엔진의 구동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만 수행한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 방식인 Mild Hybrid는 내연기관이 부가적 
회전력을 필요로 할 때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하이브리드 방식인 Full Hybrid는 
위의 두 방식과 다르게 전기 모터만을 이용하여 운전이 
가능한 방식이며, 엔진과 전기 모터가 독립적으로 혹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하이브리드 
방식인 Series Hybrid는 전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로써 보조 
내연기관이 모터에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장착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여,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Figure 2와 같다. 기존 디젤 엔진 추진방식에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추진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과 
전기 모터만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전전기 추진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Figure 2 Diagram of Electrical Propulsion 

System 

Figure 2에 표현한 바와 같이, 기존의 디젤 추진 시스템 
방식에서 전기추진 시스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가되는 구성요소는 배터리, 인버터, 전기 모터, 
모터 드라이브 등이 있으며, 각 구성요소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이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주 전원공급장치인 배터리가 된다. 

 
Table 1 Electric propulsion components 

Item Definition & Feature 

Battery 

 Battery is electrical energy 
storage device for driving electric 
motor. 

 Lithium ion batteries are used 
mainly. 

Inverter 
 Inverter changes direct 

current(DC) to alternating 
current(AC). 



Motor 
 Motor converts electricity into a 

mechanical motion. 
 Direct current(DC) Motor is used 

mainly. 
Motor driver  It is used to control the motor. 

 
본 논문에서는 전전기 추진 시스템의 하나로써, 이차전지, 

추진모터, 통합전력관리장치를 세트로 하는 전기추진 
파워트레인(Figure 3) 설계를 위한 운항시간 추정 
프로세스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ure 3 Electric propulsion powertrain 

 
2.2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운항시간 추정 플로우 차트 
 
앞서 2.1에서 전기추진 시스템에 대하여 정의하였듯, 

전기추진 선박의 핵심이 되는 요소는 이차전지인 배터리와 
전기 모터이다. 모터의 소비전력과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설계를 수행할 때 가장 먼저 
전기추진 선박의 운항 목적과 운항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터리와 전기 모터의 상세 사양을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고 이를 상세화하여 프로세스로 
정립하였다.  

 

 
Figure 4 Flow chart of electric propulsion 

system design 

Figure 4가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운항시간 추정을 위한 
기본 플로우 차트를 나타낸다. 첫째로, 설계선에 대한 
선주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입력한다. 이때 필요한 대표적인 
입력 값으로 운항속도, 운항시간이 있다. 둘째로, 
파워트레인 설계를 위한 개략적인 배터리 사양과 전기모터 
사양을 입력한다. 셋째로, 설계선과 유사한 기준선의 자료와 
저항 추정식을 활용하여 선박의 저항값을 계산한다. 넷째로, 
계산된 저항값을 바탕으로 운항에 필요한 요구마력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요구마력을 바탕으로 선박의 
운항시간을 계산해본다. 이것이 선주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 요구사항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계된 배터리 사양을 바탕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이 

 

 
Figure 5   Process of electric propulsion system design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족할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파워트레인 설계를 수행하면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배터리 사양과 전기 모터 사양을 
결정하는 단계로 돌아간다. 

 
2.3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운항시간 추정 프로세스 
 
2.2절에서 제안된 흐름도를 바탕으로 실제 선박의 

운항시간 추정 계산을 수행하면서 프로세스를 구체화하여 
보았다. Figure 5는 구체화된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운항시간 
추정 프로세스로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선정 후에는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 
재설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선형 모델 정보와 저항 성능 데이터, 운항 성능 데이터와 
선형 모델로부터 알 수 있는 유체 정역학적 데이터는 계산에 
활용되는 자료로써 구체적일수록 추정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배터리와 모터의 성능과 중량을 
비롯한 전기 추진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데이터는 
선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될수록 전기 
추진 시스템 결정에 유리하다. 본 절에서는 상세화된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운항 시간 추정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2.3.1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본 운항 능력 추정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한다. 필요한 요구사항이 빠짐 없이 
정해지고 잘못된 값이 들어 오지 않았는지 분석하는 
과정이다. 필요 요구사항 항목으로는 최고 속력, 운항 속력, 
운항 시간, 탑승 인원수 또는 탑재 가능 하중 등이 있다. 

 
2.3.2 입력 자료 정의 

입력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운항 시간 
추정 계산의 데이터로써 활용하게 되는 자료와 선정 대상이 
되는 전기추진 파워트레인의 구성요소의 카탈로그 자료이다. 

전자의 범주에는 두 가지 데이터가 포함이 된다. 선체가 
특정 흘수, 트림을 가지는 자세에서 속력에 따른 저항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저항 성능 데이터와 전기 추진 
구성요소와 기타 중량물의 탑재와 배치에 따라 선박의 
자세를 계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체 정역학 데이터이다.  

저항 성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의 경우 모형 
시험의 결과가 필요하다. 또는 각종 저항 추정 방식 중 
적합한 방식에 따라 추정할 수 있도록 3D 선형 모델이 대신 
활용될 수 있다. 유체 정역학 데이터는 각종 전기추진 
파워트레인의 배치를 통해 선박이 특정 흘수와 트림을 갖게 

되는지 추정할 수 있도록 유체 정역학 표 또는 3D 선형 
모델을 필요로 한다. 

후자의 경우,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배터리, 프로펠러, 
모터, 드라이버와 각종 전기추진 구성요소의 성능, 중량 및 
용적에 대한 정보로써 제품 카탈로그를 의미한다.  

본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계산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게 된다. 

 
2.3.3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단계는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추진성능과 요구 전기 에너지량을 만족하는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구성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가장 먼저 수행하는 계산은 선박이 특정 흘수 및 
트림에서 요구 속력으로 진행할 때 받게 되는 저항력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흘수와 트림각의 가정 
값을 요구한다. 이 흘수의 가정 값은 요구 사항 중에서 탑재 
중량 또는 탑승 인원을 통해서 산정하고 트림은 일반적인 
선박의 값을 차용한다. 

저항 추정 값을 이용하여 다시 두 가지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자는 요구 마력의 추정이고, 후자는 요구 
에너지량의 추정이다.  

요구 마력의 추정 값과 추진 효율(ηD)을 통해서 필요한 
마력을 낼 수 있는 적합한 프로펠러를 선정한다. 이어서 
축전달 효율(ηT)을 이용해 모터와 모터의 출력에 조합이 
가능한 드라이버를 선정하게 된다. 요구 에너지량의 추정 
값은 배터리 패키지가 가져야 하는 총 에너지량의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배터리의 총 용량을 산정하고 나면 
배터리 패키지를 이루는 배터리 셀을 비롯하여 모터와 
드라이버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출력할 수 있도록 배터리 
시스템을 선정한다. 

 
2.3.4 시스템 성능 평가 및 분석 

본 단계에서는 2.3.3에서 추정을 통해 요구하는 
에너지량과 출력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전기추진 
파워트레인을 평가한다. 설계선에 탑재가 가능한지 판단하고 
중량 평가 및 배치를 통해 기존에 가정했던 선박의 자세보다 
저항을 더 받는 자세인지를 계산을 통해 평가 한다. 또한 
다시 계산한 선박의 자세를 기준으로 요구 속력 및 요구 
운항 시간을 만족하는지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이 단계를 통해 설계한 파워트레인이 탑재 가능하면서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다음의 경우에 속하게 되면 해당 단계로 돌아가 반복 계산을 
수행한다.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오는 경우로는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구성요소가 형상적으로나 용적 



확보적인 면에서 탑재가 불가능한 경우, 중량이 초과되어 
흘수가 크게 나오는 경우, 제한적인 배치로 인해서 트림이 
부적절하게 계산되는 경우, 최고 요구 속력, 운항 시간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레저선박의 전기추진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운항시간 추정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전기추진 
파워트레인 운항능력 추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다. 첫째로 전기추진 선박의 설계 단계 초기에 운항 
능력에 대한 요구 조건과 선형에 대한 정보만으로 전기추진 
선박의 파워트레인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로 
선형을 비롯하여 성능과 관계된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선박 설계시 
기준선 데이터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위 추정 프로세스를 선형 모델을 수행하는 CAD 
프로그램 또는 유체정역학 계산 프로그램 같은 설계 모듈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항 능력 추정 기능이 전산 설계 
모듈에 통합이 되면 보다 용이하게 전기추진 선박의 
초기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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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vailability for an offshore drilling system was estimated whose operational modes are transited to anothe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s composed of the normal and emergency operation conditions each of which may have different system
configuration from each operational mode. A new approach based on Monte Carlo Simulation (MCS) is presented in this 
study to consider both the component or sub-system failure and transition between the operational modes. In the availability
assessment, the results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including critical or key components, expected number of failures in a 
life cycle. 
 
Keywords: Monte Carlo simulation (몬테 칼로 시뮬레이션), Operational mode(운영 모드), Availability (가용도), Offshore drilling system (해양
시추 시스템) 

1. Introduction 
 
Offshore drilling system is a complex system that is 

exposed to the hydrocarbon environment. The failures within 
the system may lead a critical loss. In this sense, reliability or 
availability evaluation of the system is s an indispensable 
step in designing and analyzing the system to ensure the 
safety (Kohda et al. 1994).  

In reliability engineering, Monte Carlo simulation (MCS) 
methods are commonly used to consider realistic aspects of 
the system (Zio et al. 2006), (Zio & Baraldi 2002). When 
MCS is employed to the offshore drilling system, there are 
several constraints. The offshore drilling system is designed 
to perform multiple operational modes in each of which the 
system configuration, objective may different. These system 
is known as phased-mission system or mission-based 
system in the literature (Vyzaite et al. 2006). Moreover, an 
operational mode may transit to another which is 
unscheduled to cope with hazardous situations. 

 To take in to account those constrains, an approach 

with MCS i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with the approach provide information of system 
parameters including average availability, critical 
components, and expected number of transitions in a life 
cycle. 

 
2. System description 

 
An offshore drilling system is mainly made up of 8 

sub-systems and 140 independent components. In this 
study, although the system life cycle is divided into the 
pre-spud, drilling, and completion phase (Skogdalen & 
Vinnem 2012), only the drilling phase is considered.  

The system has two main operation condition of normal 
and emergency operation. Each operation condition is 
composed of operational modes. Firstly, the normal 
operation condition is composed of drilling, tripping, running 
casing, and cementing. Secondly, the emergency operation 
consists of shut-in while drilling (SWID), shut-in while 
tripping (SWIT), shut-in while running casing (SIW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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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in while cementing (SIWC), diverting, and well killing. 
In normal operation condition, the system follows a 

scheduled series of operational modes. The system may 
transit the operation from normal operation to emergency 
operation for some reasons that are described in section 3. 
Once the system is in emergency operation, it also follows a 
fixed series of operational mode of emergency operation. 

 In each operational mode, the configuration of the system 
may change and some components of the system can be 
used in all the operational modes; some are used only in 
specific operational mode.  

 
3. Transition logic 

 
In analysis of availability for the offshore drilling system, there 

are two types of transition to consider: externally-induced 
transition, component state-induced transition. 

 
Externally-induced transition 
If a disturbing factor called kick occurs during the normal 

operation, the operational mode of normal operation is transited 
to the operational mode of the emergency operation to control it. 
The series of operational mode in emergency condition that the 
system will follow depends on the operational mode of the 
normal operation and the type of kick (normal gas kick or 
shallow gas kick). The transitions between the operational 
modes are governed by the frequency of kick 

The system will return to the normal operation at a transited 
time point after the mission of emergency operation is 
completed. The logic of an externally induced transition is 
illustrated in Figure 1. 

 
Component state-induced transition 
During an operational mode, a system state is attributed to 

the failure of a component and repair of the component. The 
component can be in either states of the fully operational 1 or in 
the failure 0. The transitions between states are governed by the 
failure rates and repair rates.  

Once a system fails to operates, the whole operation is 
overhauled, and the failed components are repaired. If 
additional failure occurs in the emergency operation, it leads 
accidents of blowout or fire and explosion.  

 

 
Figure 1 Transition logic between the operational modes 

 
 

4. Simulation model of availability 
 

4.1 Approach to availability assessment 
 
As illustrated in Section 3, the offshore drilling system has 

two types of transition. In availability assessment, those two 
transition has to be combined by new approach with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 

Monte Carlo simulation is used to simulat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the components of a system 
(Marseguerra et al. 2002). Each trial of a Monte Carlo 
simulation consists in generating a random walk which guides 
the system from one configuration at one time to another at 
different time. 

One of the key concepts used in the model is sampling the 
next transition time of all possible events in multiple types of 
distributions. An approach with MCS consists in generating a 
random minimum time to transition which guides the system 
from on con-figuration and/or operational mode at one time to 
another at different time. 

The algorithm of the approach with MCS is summarized by 
the following procedure. 

 
(1) Initialize simulation variables and input the data for the 
system. 
(2) Do the simulation with Monte Carlo method, which 
considers all the possible transitions. 
(3) Determine the type of transition and time of transition. 



(4) If the transition occurs between the component states, 
(4-1) Update the component state at advanced time 
(4-2) Determine whether the system state is failed or not. 
(4-3) If so, repair the failed component, which cause system 

failure 
(5) If the transition occurs between the operational modes, 
(5-1) Transit the operational mode to another of emergency 

operation mode and repeat the steps of (2)-(4)  
(5-2) Determine whether the kick is controlled. If so, return to 

the transited point of the normal operation 
(6)  Repeat steps (2)–(5) until the simulation clock passes the 
ending time of one operational mode of the normal operation 
state. Then, move to the next operational mode of the normal 
operation. 
(7) Repeat steps (2)–(6) until a mission for the system is 
completed. 
(8) Register current iteration values  
(9) Repeat steps (1)–(8) for given iteration number. 
 

4.2 Input data 
 
The offshore drilling system is assumed to operate the 

multiple operational modes in the scheduled drilling scenario. 
The drilling scenario is constructed with following parameters: 
total mission time to reach a target depth of 13450 ft is 69 days. 
The sequence of drilling scenario is composed of 27 
operational modes of normal operation in that duration is 
deterministic. In other words, it consists of five routines: tripping, 
drilling, tripping, running casing, cementing. 

Reliability data including failure rates, Mean time to repair 
(MTTR), and transition rates between operational modes for 
availability assessment are collected from the seven data banks 
(OREDA participant, 2009), (Mahar et al. 2011), (OGP 2010), 
(Denson 1997), (Holand 1999), (Holand 2001). Table 2 shows 
an example that presents the failure rates and the MTTRs of the 
components for the choke & kill system. And Table 3 describes 
frequency of kick occurrence which represent the transition 
rates between operational modes. For the simplicity, all the 
transition rates are assumed to have constant failure rates that 
follow exponenti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s. 

Under the system operation scenario and input data, 
Microsoft Visual Studio 2012 is used based on the algorithm of 
Monte Carlo simulation. 

 
 

Table 2 Failure rates and MTTRs for choke and kill ystem 

 
Table 3 Frequency of kick 

 
5. Results and discussion 

 
5.1 Availability 

 
The behavior of the drilling system that considers the 

transition between the operational modes is analyzed.  

Component Failure rate, 
λ  MTTR 

610− per hours hours 
Choke line 83.15 4.56 

Kill line 83.15 4.56 
Choke valve 15.92 19.70 

Kill valve 15.92 19.70 
Choke & kill manifold 2.86 95.70 

Fail-safe valve 5.30 2.50 

Activity Primary kick cause 
Number of 

kick for 4009 
BOP days 

Drilling 

Actual drilling 21 
Making connection 8 

circulating 7 
Stuck pipe 1 

Weighting up mud 1 
Other 1 
Total 39 

Tripping 

Trip out of the hole 5 
Circulating 7 
Stuck pipe 1 
Pull wire line 1 
Other total 1 

Total 15 

 Running 
casing 

Making connection 8 
Circulating 7 

Pull wire line 1 
Stuck pipe 1 

Other 1 
Total 18 

Cementing 

Cementing 2 
Circulating 7 
Stuck pipe 1 

Weighting up mud 1 
Other  1 
Total 12 



 
Figure 2 Convergence of average availability 

 
Table 4 Number of transition between operational modes 
Statistics Number of transition to emergency operation ( 410− )

SIWD SIWT SIWRC SIWC Diverting Well killing
Mean 295  81  63  1  60  440  

2σ  30 80  65  1  66  443  
Max 300 100 200 100 200 300 
Min 0 0 0 0 0 0 
 
As shown in Figure 2, the average availability for the offshore 

drilling system is approximately 99.57% for 410−  iterations of 
the drilling scenario.  

As shown in Table 4, the operational mode transition from 
drilling to SIWD is dominant for the system. Moreover, the 
average total mission time is 1662 hours. The value of it is 
increased by the additional operation which results from the 
externally-induced transition. 

 
5.2 Key contributors to availability loss 

 
The key contributors to the system loss are shown in Table  

5. The hydraulic connector that belongs to the BOP system is 
the largest contributors causing approximately 12.86 % of total 
losses. The increase of availability can be achieved by 
changing the system configuration or planning additional 
maintenance activities. 

 
5.3 System lifetime scenario 

 
In this section, one simulation case is considered to capture 

the system’s behavior over the lifetime. In one simulation case, 
the components fail or the operational mode is transited. The 
availability and system state profile (1=fully operative, 0=failed) 
as a function of time are illustrated in Figure 3. 

The availability decreases or increases with time depending 
on transitions. The availability of the system reaches 98.63% at 
the end of the mission. The point in the lower graph in Figure 3 
represents transition events of component failure, repair, and 
operational mode transition. Based on the descriptions of the 
events with time,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realistic lifetime 
scenario of the system. 

 
Table 5 Components’ criticality 

 
 

 
Figure 3 Availability of the offshore drilling system (top) and system state 

(bottom) as a function of time 
 

Component Criticality 
Hydraulic connector 12.86 % 

Tensioner ring 8.94 % 
Hydraulic unit 7.09 % 
Shale shaker 4.98 % 
Flexible joint 4.72 % 

Choke & kill manifold 4.67 % 
Drill collar 4.48 % 
Wellhead 4.30 % 
Diverter 3.45 % 
Pub joint 2.69 % 

The others 40.82% 
Total 100 %  



6.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parameters of offshore drilling system are 

analyzed considering the both transitions of component 
state-induced transition and externally-induced trans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it can conclude that the current design 
of the system is enough reliable based on the fact that 
availability of the system satisfy the 95% of availability which is a 
requirement for a conventional offshore system. 

The relative high availability result can be explained by the 
robust configuration of the systems with redundancy 
configuration.  

The current analysis explains the loss due to failure of a 
component that is isolated in each operational mode, but not 
the maintenance of the components. Therefore extension of 
this study may be related to application of maintenance strategy 
of the system.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1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미래산업선도기술개

발사업(10042556)과 산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10038618)의 지원을 받
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References 

 
Kohda, T., Wada, M., Inoue, K. 1994. A simple method 

for phased mission analysis.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 45(3). pp.299-309. 

Zio, E., Baraldi, P., Patelli, E. 2006. Assessment of the 
availability of an offshore installation by Monte Carlo 
sim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ure vessels and 
piping, 83(4). pp.312-320. 

Zio, E., & Marseguerra, M. 2002. Basics of Monte Carlo 
Method with Application to System Reliability. Hagen: 
LiLoLe-Verlag GmbH, pp.55-64. 

Vyzaite, G., Dunnett, S., Andrews, J. 2006. 
Cause–consequence analysis of non-repairable phased 
missions.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 91(4).  
pp.398-406. 

Skogdalen, J. E., Vinnem, J. E. 2012. Quantitative risk 
analysis of oil and gas drilling, using Deepwater Horizon as 
case study.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 100.  
pp.58-66. 

Marseguerra, M., Zio, E., Cadini, F. 2002. Biased Monte 
Carlo unavailability analysis for systems with 
time-dependent failure rates.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 76(1). pp.11-17. 

OREDA Participants. 2009 (5th ed.) Offshore reliability 
(OREDA) handbook. Høvic: Det Norske Veritas DNV. 

Mahar D, Fields W, Reade B, Zarubin P, MacCombie S. 
2011. Nonelectronic parts reliability data. New York: RAIC. 

OGP. 2010. Risk assessment data dictionary. Londo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and Gas Producer. 

Denson W, Crowell W, Jawoski P, Mahar D. 1997. 
Electronic parts reliability data. New York: RAIC. 

Holand P. 1999. Reliability of deepwater subsea BOP 
system for deepwater application, phase 2 DW. blowout 
preventer, unrestricted version. Trondheim: SINTEF Industrial 
Management, Safety and Reliability. 

Holand, P., & Skalle, P. 2001. Deepwater Kicks and 
BOP Performance, Unrestricted version. Trondheim: SINTEF 
Indus-trial Management, Safety and Reliability. 



Deepwater URF installation projects and technical trend
Yoon Sangjoon(SHI), Lee Kihwan(HHI), Jung Jongjin(HHI), Cho Jinwoog(SHI), Park Hansol(SHI), 

Kang Chanhoe(DSME), Jun Seokhee(DSME)

심해 URF 설치 공사사례 분석 및 기술동향
윤상준(삼성중공업), 이기환(현대중공업), 정종진(현대중공업), 조진욱(삼성중공업), 박한솔(삼성중공업), 

강찬회(대우조선해양), 전석희(대우조선해양)

Abstract

The ‘Golden Triangle’ of deepwater is getting nearer to dominate deepwater expenditure with activity in West Africa, 
the Gulf of Mexico and Brazil. The south east Asia also growing in deepwater oil and gas development market 
nowadays. This paper goes on to present various recent developments in deepwater oil and gas fields over than 
1,000m water depth for the installation of Umbilical, Riser and Flowline(URF) including other subsea components. This 
paper aim to present a general overview of the recent deepwater projects globally and summarized construction 
vessels and other additional mobilized vessels to the projects. And then this paper suggest the basis of the vessel 
specifications and construction methodology for 3,000m class deepwater URF installation in the future.

Keywords : URF(Umbilical, Riser and Flowline), Deepwater installation(심해 설치), Offshore construction vessel(실해 설치선)

1. Introduction
In recent, there are many challenges with a water depth of 

over 1,000m in West Africa, the Gulf of Mexico and Brazil, 
called ‘Golden Triangle’ as well as Asia/Pacific in oil and gas 
development. More and more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deeper and deeper wells have been developed all around the 
world.

Many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FPSO) 
unit have been deployed by the various offshore vessels 
working on pipelay, transportation, diving support, heavy lift, 
offshore supply, anchor handling and other multi purpose 
activities for the deepwater development.

The reeled pipelay concept has been in use since the 
Pipelines Under the Ocean (PLUTO) project across the 
English Channel. The reel ship Apach is a notable name in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nd was first operated in 
1979. Other reel lay vessels followed including the Skandi 
Navica now named Seven Navica. Another notable vessel was 
the Deep Blue (Culembourg, 2012) and more recently the 

Seven Oceans(Phan, 2009). 
The paper will discuss the remarkable deepwater URF 

installation projects in recent 5 years in West Africa, the Gulf 
of Mexico and south east Asia and summarize construction 
vessels and auxiliary vessels for the projects in deepwater 
SCR installation and flexible lay projects.

Based on the consideration about the deepwater projects 
and the mobilized vessels reviewed in this paper, upcoming 
3,000m class URF installation will need bigger capacity of 
URF storage and any other specification upgrade of 
construction vessels or more advanced installation 
methodology than the present one. 

2. Deepwater SCR installation projects
2.1 Blind Faith projects

The Blind Faith field is discovered in 2001 by Chevron and 
located at Mississippi Canyon block 695 and 696 in the Gulf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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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xico(GoM). Water depth is approximately 2,133m. The 
operator is Chevron, who has 62.5% interest, and 
Kerr-McGee holds 37.5% interest. Total reserves of the field 
has an estimated potential exceeding 100 million barrels of oil 
equivalent (Mmboe) and the total capital costs for the field 
development project have been put at around $900 million.

The resulting concept is a subsea development of three 
initial production wells tied back to a new-build 
semisubmersible, which name is Blind Faith semi-submersible 
platform which designed by Aker Kværner under an EPC 
contract.(Fig. 1) It was built in Verdal, Norway, and took 
about 17 months to construct. Blind Faith platform is moored 
in 1,981m of water with production wells in 2,164 m. The 
topsides include two production facilities for the oil and gas 
and two main processing decks. The Blind Faith platform was 
the first use of Aker Kværner`s four-column ring pontoon 
Deep Draft Semisubmersible(DDS) concept which was 
conceived for the application of Steel Catenary Risers(SCR) in 
the ultra-deepwater and current-heavy Gulf of Mexico 
environment(Fig. 2).

Fig. 1 Blind Faith field layout 

Fig. 2 Blind Faith Semisubmersible platform

The Blind Faith field includes four production wells and two 
flowlines that routed the oil and gas from the well back to the 
platform. 

The subsea system includes 45,000 psi rated trees, a 
four-slot, dual-header gathering manifold and two insulated 
7-inch production flowlines with SCRs. 

 The main scope of work of the Blind Faith was the 
engineering, procurement and installation of 14km of 16, 
18-inch rigid flowlines and two 14-inch SCR for the export 
pipelines and two 7-inch SCR for the flowlines. The welding 
of these SCRs presented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the 
stringent acceptance criteria. The welding method was pulsed 
hot wire automate GTAW. This was selected for the high weld 
quality and mechanical integrity. At the end of the 18-inch 
pipelines, two PLEMs with tie-in hubs and future connections 
were laid. The flowlines including the associated pipeline end 
terminations (PLETs) and pre-laid Steel Catenary Riser (SCR) 
are installed by Subsea 7’s Seven Ocean.

The Seven Ocean is a pipelay vessel with an reeled pipelay 
system capable of rigid and flexible pipelay, in water depths 
up to 3,000 m. The Seven Ocean has Dynamic Positioning 
(DP) system which is DP(AA) – Class 2. The vessel is fitted 
with two permanently installed side launching workclass ROV 
systems rated to 3,000 meters. She also can be fitted with an 
additional workclass and observation class ROV on deck 
mounted A-frames. One 3,500 tonne main deck mounted 
storage and deployment reel and the main reel can stow 
products form 6-inch to 16-inch in diameter.

Table 1 Primary vessels used for installation activities in 
Kikeh project

Vessel Specification & Activity
Seven Oceans Pipelay Vessel

Built 2007
GT 18,201t

LOA 157.3m, Beam 28.4m
Draft 5.4m

Rigid Pipe, SCRs, PLETs 
installation

Tern Transportation Vessel
Built 1982
GT 22,788t

LOA 180.96m, Beam 32m
Draft 8.8m

Semisubmergible floating 
facility transportation

BOA Sub C Multi purpose construction 
Vessel

Built 2007
GT 16,562t

LOA 138.5m, Beam 28m
Draft 7.7m

Platform installation



2.2 Tahiti projects
Tahiti represents one of the largest discoveries in Gulf of 

Mexico deepwater with an estimated total recoverable 
resource of 400 to 500 million barrels of oil equivalent. 
Covering portions of Green Canyon OCS blocks 640, 641, 
596 and 597, the Tahiti Field is located in 1,219 m of water 
depth(Fig. 3). Tahiti reservoirs are sub-salt, deep and high 
pressure. The field was developed by operator Chevron with 
58%, Total E&P USA with 17% and StatoilHydro with 25%. 
To develop the field and construct the facility, it cost Chevron 
$3.5 billion.

Fig. 3 Gulf of Mexico - Tahiti Field
The Tahiti field was developed from two subsea drill 

centers producing to a floating production facility supported 
by a truss spar.(Fig. 4) The first phase of development began 
in August 2005 at a cost of more than $1.8 billion. 

The second phase of field development commenced in the 
fourth quarter of 2009. Cameron received a contract worth 
$83 million for the supply of subsea production systems for 
the field's development. The project encompasses eight 
subsea trees, production control systems, connection 
systems,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services and 
related equipment.

Fig. 4 Tahiti Field Development Plan

The Tahiti floating production truss spar is located on 
Green Canyon Block 641, approximately 306 km southwest of 
New Orleans. It has the capacity to produce 125,000 bpd 
and 70 MMcf/d(2 MMcm/d) of gas and treat 120,000 bpd of 
produced water. The platform has oil and gas processing 
equipment but does not have a drilling rig or surface 
wellheads. 

Technip was awarded the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contract by Chevron to deliver the Spar hull and 
mooring system for Tahiti. Technip also fabricated the 
topsides modules.

The topsides facility is compromised of 9,950 tons of 
production module, 6,500 tons of utility modules and a 2,500 
ton module support frame. The Technip-designed deepwater 
spar hull has a 169 m long single steel cylinder and truss with 
a diameter of 39 m and a steel weight of 9,200 tons.

J. Ray McDermott installed the infield flowlines, associated 
pipeline connections and Steel Catenary Risers(SCRs). 
Fabrication of Pipeline End Terminal(PLET) and jumpers, 
multi-jointing of flowlines and SCR pipe at multi-joint facility 
was carried out at Morgan City marine base.

Transportation and J-Lay installation was executed by 
DB50, including two 6-inch and four 9-inch wet insulated 
flowlines and SCRs; a PLET, four Production and two Test 
Flowlines, 10 miles of flowlines(diameters ranging from 6.6 
inches to 9.7 inches) and six SCRs, 9 miles long(ranging in 
diameter from 6.625 inches to 9.625 inches)(Table 2). Each 
flowline initiated with a flowline PLET near the production 
manifold and terminated with a SCR supported at the Tahiti 
Spar. McDermott also undertook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of manifolds and a gravity based tie-in sled, as 
well as recovery and hang off of a 16-inch gas export SCR 
and 20-inch export SCR.

Table 2 Primary vessels used for installation activities in 
Tahiti project

Vessel Specification & Activity
Derrick Barge 50

Pipelay Crane Vessel
Built 1988
GT 29,722t

LOA 138m, Beam 48m
Draft 8.5m

Transportation, premier heavy 
lift, pipelay(J-lay) installation

2.3 Erha projects
The Erha and Erha North project is located in Oil Mining 



License(OML) 1,200m of water roughly 97km offshore Nigeria 
consists of three subsea drill centers tied back to the FPSO. 
Serving as the operator of the project, ExxonMobil holds a 
56.25% interest, and Shell holds the remaining 43.75%.

For a total investment of $3.5 billion, the original field 
development plan consisted of 24 wells clustered in two drill 
centers, managed with a two-rig development-drilling 
program and ongoing production operations. The wells are 
connected to an FPSO through flowlines and SCR, and 
processed crude oil is stored in the FPSO, and then 
offloaded to nearby tankers.

Fig. 5 Erha Field Layout
The drill centers, Drill Center East(DCE) and Drill Center 

West(DCW), are situated roughly 1.5km from the FPSO. All 
gas-injection wells are over the gas cap from DCE, and 
water-injection wells are from DCW. Injection wells at each 
drill center are routed through a manifold connected to the 
FPSO with a single insulated flowline and riser.

The original development plan was updated to incorporate 
a third drill center, Drill Center North(DCN), to include the 
additional oil discoveries that were made. Initial development 
of Erha North included eight subsea wells with production 
wells tied-back to the FPSO through a subsea tie-in at DCE 
and water injection wells tied-back through DCW.

The finalized development plan of Erha and Erha North 
consists of 32 subsea wells tied to the FPSO, one of the 
largest in the world. Control umbilicals connect the FPSO to 
each drill center and provide the electric power and signals, 
fluids, injection capabilities and other services for the wells 
and manifolds.

The new-build Erha FPSO is 285 m long, 63 m wide, with 
a 2.2 million barrel capacity hull and capacity for 210,000 
bpd oil processing, 340 MMcf/d, and 150,000 bpd water 
injection. All processing equipment is above the main deck 
and the topside facilities consist of two trains of three-stage 
oil separation. 

Subsea 7 carried out the project management, SURF 

engineering, fabrication, installation, pre-commissioning and 
a part of the procurement. The company also managed 
commissioning of subsea umbilicals, with riser and flowline 
systems connecting the subsea wells to FPSO and Single 
Point of Mooring(SPM) offloading buoy and loading lines. 

The SPM buoy was 1.8km from the FPSO and the 
processed crude was offloaded to shuttle tankers via two 
22-inch loading lines in a U-shape configuration.

For DCE and DCW, the subsea components comprised of 
six manifolds of 200t, two Subsea Distribution Units (SDU) 
and four subsea umbilical termination units, all connected by 
jumpers of varying lengths. The development was controlled 
by two umbilicals, each 3 km in length.

The DCN comprised of two manifolds, three lines for 
production, test and water injection(27km in total), a main 
umbilical(10km) and a field umbilical, an SDU, flying leads 
and jumpers.

The flowline/riser arrangement consisted of steel catenary 
risers that installed by Acergy Polaris in J-lay mode; four 
10-inch production lines, two 6-inch test lines, two 4-inch 
gas lift lines, one 10-inch water injection line and one 
12-inch gas injection line(Table 3). The production and test 
lines had wet insulation and anti-corrosion coating.

The ten Steel Catenary Risers were protected by cages 
(25m x 30m) at the FPSO connection.

Table 3 Primary vessels used for installation activities in 
Erha project

Vessel Specification & Activity
Acergy Polaris Pipelay Crane Vessel

Built 1979
GT 16,455t

LOA 137m, Beam 39m
Draft 5.3m

Heavy lift, pipelaying

2.4 Akpo projects
Akpo field is located in ultra deepwater of Nigeria. Situated 

on OML 130 approximately 200km from Port Harcourt, Akpo's 
water depths range from 1,100 to 1,700m.

Akpo is operated by Total, holding a 24% interest in the 
project. Other participants in the license include CNOOC with 
45% interest, Petrobras with 16%, NNPC with 10% and 
Sapetro with 5%.

Beginning in 2005, the Akpo field development project 
includes 44 wells(22 production wells, 20 water injection wells 
and two gas injection) of which 22 have already been drilled, 



tied-back to an FPSO(Fig. 6).
The subsea infrastructure consists of 110 kilometers of a 

complex array of high pressure-high temperature subsea 
flowlines connected by steel catenary risers to the FPSO.

Cameron was awarded the $340 million contract for the 
subsea systems on the field, including 44 subsea wells, xmas 
trees and manifolds. Cameron then subcontracted Roxar to 
provide the multiphase flow meters for the development, as 
well as the subsea sand monitors and pig detectors.

Fig. 6 Akpo Subsea Layout
For a consideration of $1.8 billion, a Technip/Hyundai 

Heavy Industries consortium was awarded the engineering, 
construction, procurement and installation of the Akpo FPSO. 
Technip managed the overall project and engineering for the 
vessel, and HHI executed the FPSO's hull and topsides 
construction and integration. Nexan was subcontracted to 
provide the 1,185km of offshore cables for power and 
instrumentation on the FPSO.

With a storage capacity of 2 million barrels of condensate, 
the Akpo FPSO has the capacity to produce 185,000 bpd. 
Measuring 310m long  and 61m wide, the vessel includes two 
processing trains to separate gas and water, 17 topside 
modules, and accommodations for a crew of 240. Moored in 
1,325m of water by 12 anchor lines, the Akpo FPSO has a 
dry weight of 100,000 tons.

In an $850 million contract, Saipem was awarded the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of the umbilicals, flowlines and risers; four 
10-inch thermally insulated production flow loops and 
SCRs(48 km), one 8-inch gas injection line and SCR(12 km), 
three 10-inch water injection line and SCRs(34 km), as well 
as the oil loading terminal, the FPSO mooring system and the 
gas export pipeline from the Akpo FPSO to the Amenam 
AMP2 platform. Offshore installation is being carried out by 
the Saibos FDS and the Saipem 3000 vessels.(Table 4)

Table 4 Primary vessels used for installation activities in 
Akpo project

Vessel Specification & Activity
Saibos FDS

Pipelay Crane Vessel
Built 2000
GT 20,988t

LOA 163m, Beam 30m
Draft 8m

Pipelaying)J-lay), umbilical 
laying, eavy lift, 

Saipem 3000
Crane vessel
Built 1984
GT 20,625t

LOA 162m, Beam 20m
Draft 10.5m

 

3. Deepwater flexibles lay project
3.1 Jubilee Project in West Africa

The world-class Jubilee Field Development located 60 km 
offshore Ghana began Phase 1 production in November 2010, 
just 3.5 years after its discovery. It is a very large, light, 
sweet oil accumulation in 1,200-1,500m of water. The work 
illustrates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a multi-partner project 
team, the management of critical interfaces, and the technical 
and logistics challenges with major Contractors during 
Installation, Hookup and Commissioning(IHUC) Phase.

Key Contractors selected in belows:
⦁FMC – supplier of major subsea production systems,
⦁Technip – Umbilicals, Riser and Flowline (URF) and 

jumper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EPCI) and pre-commissioning,

⦁MODEC – FPSO EPCI and final commissioning/startup of 
the facilities with the Unit Operator,

⦁Aker – Suction pile and FPSO installation, 
pre-commissioning and installation of trees and rigid jumpers.

 The primary Contractor vessels used for the IHUC 
activities are shown in Table 2. In addition to these, 
numerous supply vessels, crew boats, Anchor Handling Tug 
and Heavy Lift Vessels to support activities and/or transport 
equipment moved into Jubilee field, Ghana. 

A key element to the success of the Jubilee project was 
the effort in planning and coordinating the vast logistical 



needs during the IHUC Phase. A very large number of 
equipment, vessels and personnel were involved during the 
operations phase of the IHUC. The equipment, including rigid 
pipes, flexible risers, umbilicals and subsea structures were 
delivered continuously from January 2010 to the end of 
December 2010 from many parts of the world. More than 30 
vessels were involved during the IHUC operations, including 5 
large construction vessels and 10 HLVs.

Table 5 Primary vessels used for IHUC(Installation, Hookup 
and Commissioning) activities in Jubilee project 

t

Vessel Specification & Activity
Technip Deep Blue Pipelay Crane Vessel

Built 2001
GT 33,791t

LOA 206.5m, Beam 32m
Draft 8.5m

Rigid pipe, PLETs, suction 
piles, manifolds and riser 

base installation
Technip Deep Pioneer Diving Support Vessel

Built 1984
GT 11,806t

LOA 156m, Beam 29m
Draft 6.8m

Dynamic umbilicals and 
flexible riser installation

Olympic Triton
Offshore Supply Vessel

Built 2007
GT 5,947t

LOA 95m, Beam 20m
Draft 6.5m

Static umbilicals, rigid 
jumpers, trees, flying leads 
and SDUs installation and 

surveys
Skandi Aker Offshore Supply Ship

Built 2010
GT 16,230t

LOA 156m, Beam 26m
Draft 8m

Multi-purpose Attendant 
Vessel FPSO, piles, trees 

and rigid jumper installation; 
Pre-commissioning; 

Additional accommodations
Normand Installer Multi-purpose Offshore 

Vessel
Built 2006
GT 14,506t

LOA 124m, Beam 28m
Draft 7.3m

Tie-back system installation

The Attendant Vessel selection criteria included:
⦁Providing accommodations for up to 60 additional POB 

for the FPSO,
⦁Providing sufficient deck space to mobilize, store and 

operate all equipment required for commissioning the subsea 
system in one mobilization,

⦁Ability to maintain position alongside the FPSO for 
extended durations with sufficient power to be able to 
perform positioning in the currents and squalls encountered in 
the region,

⦁Providing Work Class ROV (WROV) support for any 
Commissioning operation,

⦁Providing construction support as required.
The FPSO arrived on location late June 2010 and the 

installation of nine (9) mooring lines started un early July 
during a period of high Gulf of Guinea surface currents. 
Overcoming the currents and maintaining a high level of 
operability during June and July was identified early as a 
project risk, and project planning therefore led to the need to 
select Anchor Handling Tugs capable of operating during the 
worst case conditions in order to minimize any downtime due 
to surface currents.

The Skandi Aker as shown in Table 5 was selected as the 
Attendant Vessel. It has large back deck capable of holding 
all the equipment required for pre-commissioning the subsea 
systems with 100 additional bed spaces available, 2 WROVs 
and suitable craneage to allow for any heavy lifts or light 
installation work.

The Skandi Aker pre-installed the nine Suction Piles along 
the first length of mooring chain connected to a ball grab 
receptacle parked on the seabed. The four Anchor Handling 
Tugs were used to perform the positioning of the FPSO while 
the Olympic Zeus vessel was used to run chain and synthetic 
mooring lines, connecting to the suction piles via the ball 
grab and performing the hand-over to the FPSO mooring/riser 
pull-in winch. The FPSO mooring installation was performed 
by sub-contractor Aker under direction from FPSO contractor 
MODEC.

3.2 Kikeh Project in Malaysia

  The Kikeh field which is Malaysia’s first offshore deepwater 
development is located 120km northwest of the island of 
Labuan, East Malaysia and production began in August 2007. 
Average water depth of field is about 1,320m. 
  The field development consists of a FPSO which was 
converted from 1974-build Atlas VLCC and DTU(Dry Tree 



Unit).
The followings are key contractors:
⦁FMC – Supplier of dry trees and surface BOP drilling riser 

system, etc.
⦁Technip(Technip/Subsea7 JV) – EPCI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contractor for  subsea manifolds, flexible risers, flexible 
flowlines, and flying leads, etc.

⦁Aker Kvaerner Subsea – Supplier of subsea production 
and control systems including trees, manifolds and HPU, etc.

To select offshore vessels, some engineering studies were 
performed and several offshore vessels were selected. The 
followings are main considerations for selection of offshore 
vessels:

⦁Accomodating significant lay tension driven by water 
depth, large pipe diameter and flooded pipe during 
installation

⦁Sufficient deck space to accommodate reels for 
flowlines, risers and umbilicals

⦁Sufficient capacity for dynamic load caused by the 
subsea structures lifted

The main offshore vessels which were chosen are shown in 
table 6. The deep pioneer in Technip has sufficient deck 
storage capacity and power which is able to operate pipelay 
system(PPS-01) generating large lay tension. Also, the 
Rockwater 2 in Subsea7 was appropriate vessel in terms of 
cost and has heave compensated crane so that it’s suitable 
for installation of subsea equipment.

When the field was developed, installation phase was 
divided into 2 phases. Phase I means the work done before 
arrival of FPSO to field. flowlines, static umbilical section and 
subsea structures including manifolds, suction anchors, etc. 
were installed in phase I. Also, flexible risers and dynamic 
umbilical sections were pre-installed and wet-parked. After 
complete of installation, pre-commissioning was performed 
based on API 17J/17B by subcontractor PSL. Phase II means 
the work done after arrival of FPSO. In phase II, the flexible 
risers and dynamic umbilical section were recovered and 
pulled into external turret of FPSO using Normand Ivan. The 
recovery procedure was following:

① Two distinct chain, lifting chain(20m) and transfer 
chain(10m) were connected to the riser termination

② It lifted riser up to a few meter below water surface
③ Pull-in wire from FPSO was connected to the end of 

transfer chain
④ Wire connected Normand Ivan to transfer chain was 

paid out until all load acts on pull-in wire of FPSO
⑤ Pull-in wire was pulled into external turret

The schematic view of recovery of riser is shown in Figure 
7. Also rigid jumpers and flying leads were installed.

Fig. 7 Schematic view of recovery of riser
 

Table 6 Primary vessels used for installation activities in 
Kikeh project

Vessel Specification
Technip Deep Pioneer Diving Support Vessel

Built 1984
GT 11,806t

LOA 157m, Beam 29m
Draft 5.4m

Installation of
flowlines, risers and umbilicals

Rockwater 2
Diving Support Vessel

Built 1984
GT 5,991t

LOA 119m, Beam 22m
Draft 5.3m

Installation of
Manifolds, suction anchors, 

SDUs, rigid spools and flying 
leads

Normand Ivan
Anchor Handling Vessel

Built 2002
GT 4,604t

LOA 81m, Beam 20m
Draft 7.4m

Recovery and Transfer of
risers and dynamic umbilicals
& Installation of flying leads

Armada Tuah Anchor Handling Vessel
Built 2007
GT 4,604t

LOA 70m, Beam 14m
Draft 7m

Installation of
rigid jumpers and flying leads



4. Conclusion
In this paper, six (6) remarkable deepwater URF installation 

projects were investigated in recent 5 years in West Africa, 
the Gulf of Mexico and South east Asia for following 
deepwater installation trend.

Blind Faith, the deepest project of this paper, is located in 
the Gulf of Mexico (GoM) with in SCR and flexible pipelay in 
depth  2,133m and another GoM project, Tahiti, in 1,219m 
water depth, was illustrated in SCR J-lay installation. Erha 
and Akpo projects are the remarkable deepwater construction 
in Nigeria, Jubilee is in Ghana, West of Africa and each 
working depth are 1,200, 1,100-1,700 and 1,200-1,500m 
respectively. Kikeh is deepest project in Malaysia with a water 
depth of 1,320m.

A very large number of vessels which were selected as well 
as equipment and personnel were involved during the 
construction in all deepwater projects, the specification and 
key role of the primary construction vessels are investigated. 

Seven Ocean, Deep Blue and Deep Pioneer as primary 
construcion vessels were deployed for flexible pipelay 
installation in deepwater. DB50 and Saipem 3000 were 
conducted J-lay installation. And in addition to it, the various 
auxiliary vessels were for the assistant of main activities like 
as anchor handling, heavy lifting, transporting, crew boats as 
well as preparation risk for the projects in deepwater.

More and more project has been developing in deeper and 
deeper offshore. It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the prudent 
selection of human and hardware resources, e.g. offshore 
vessels but also well organized combination for efficient work 
and preparing risk.

Based on the consideration about the deepwater projects 
and the mobilized vessels reviewed in this paper, upcoming 
3,000m class URF installation will need bigger capacity of 
URF storage and any other specification upgrade of 
construction vessels or more advanced installation 
methodology than the presen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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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O와 셔틀 탱커간 탠덤 하역 운전을 위한  
작업공간 기반 동적 위치 제어 

이형배(STX조선해양, KAIST)⋅김영식(KIOST, KAIST)⋅김진환(KAIST) 
 

Task Space-based Dynamic Positioning for Tandem Loading 
Operation between FPSO and Shuttle tanker 

Hyungbae Lee⋅Young-Shik Kim⋅Jinwhan Kim 
 
 

요 약 
 

This paper presents a cooperative weathervaning control strategy for dynamic positioning of a FPSO and a connected 
shuttle tanker during tandem loading operation. In this tandem loading configuration, the relative motion between two vessels
may cause diverse hazards, such as collision and hose disconnection. The weathervaning control enables that both vessels 
are oriented towards the direction of the resultant forces induced by the ocean currents, wind and waves to reduce thruster 
consumption. And thus the safety of both vessels is also ensured for continuous oil transfer. This study proposes the 
controller design in task space, which allows for weathervaning control without explicit measurements and/or estimation of 
ocean disturbance parameters (e.g., wind speed/direction, current speed). Numerical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the proposed control approach. 
 
Keywords: Dynamic positioning system(동적위치유지 시스템), Weathervaning(웨더베이닝), Task space(작업공간), FPSO, Shuttle tanker(셔틀
탱커), Tandem loading operation(텐덤 하역 운전), Cooperative control(협력 제어) 
 
 

1. 서 론 
 
육상 자원의 점진적인 고갈로 인하여 해양의 자원 개발이 

가속화 됨에 따라 선박은 기존의 주 목적인 화물, 사람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해상에서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었다. 또한 최근 해양 자원의 개발이 
점점 심해로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해저에 기반을 만들어 
설치하는 착저식 구조물이 아닌 선박 형태의 부유식 
구조물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선박 또는 부유식 구조물이 바람, 파도, 조류에 
의해 환경조건이 다양하게 변하는 해상에서 필요한 작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위치를 작업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동적위치유지 
시스템이라 한다. 동적위치유지 시스템을 응용한 다양한 
운전모드 중 해상의 환경 외력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선박의 선수각을 향하게 하여 외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줄이게 하는 운전모드를 웨더베이닝(weathervaning)이라 

한다. 웨더베이닝은 선박의 지정된 위치를 유지하면서 
추력의 사용을 줄이고 안정한 해상 작업 상태를 제공한다. 

근래 해양자원개발 시장에서 FPSO와 셔틀탱커(shuttle 
tanker)를 이용한 오일의 생산방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해상에서 오일의 이송을 위해 두 선박간에는 주로 
탠덤(tandem) 하역 방법이 적용된다. 탠덤 하역이 수행되는 
동안 두 선박은 호스(hose)와 호저(hawser)로 연결된 
상태에서 적정 위치와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두 
선박이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 위치하여 하역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밀한 동적위치유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하역 운전 중에도 해상의 환경 외력은 
끊임없이 두 선박에 작용하므로 경제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웨더베이닝이 필요하다.  

선박의 동적위치유지 시스템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 
1960년대부터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들 중 
선박의 웨더베이닝 또는 해상에서의 하역 방법과 관련하여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직접적으로 다루었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Fossen(2001)은 비선형 제어 기법을 적용한 weather 
optimal positioning control을 제시하였으며 Tannuri(2009)는 
FPSO와 셔틀탱커의 하역작업을 위한 비선형 슬라이딩 모드 
제어 (nonlinear sliding mode control) 방법을 제시하였다. 
웨더베이닝 관련 연구로써 수중 운동체의 조류 
웨더베이닝을 위한 작업공간(task space) 개념의 제어기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 (김영현, 2012) 

실질적으로 해상에서의 환경 외란 관측 및 외력 추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PSO와 셔틀탱커의 작업공간에서의 제어를 통하여 두 
선박이 외력의 측정/추정 없이도 적절한 웨더베이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적인 하역 운전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운동 방정식 

 
2.1 좌표계 설정 

 
선박의 수평면 운동은 파랑외력의 주기에 비해 훨씬 긴 

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적위치제어 적용 대상으로서의 
선박의 운동은 수평면에서의 3자유도 (surge, sway, yaw)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평면에서의 좌표계는 Fig.1과 같이 지구고정좌표계와 
물체고정좌표계로 표현하며 선수각은 지구고정좌표계의 축과 물체고정좌표계의 축과의 각도의 차로 정의된다.  

 

 

Fig. 1 Coordinate system 
 
물체고정좌표계와 지구고정좌표계는 회전변환을 통해 

다음의 관계를 가진다. 
 ̇ = ()	    (1)  = [, , ]    (2)  = [, , ]    (3) 

() =   −   0    00 0 1  (4) 
  는 지구고정좌표계에서의 위치와 선수각,  는 

물체고정좌표계에서의 선속도와 각속도를 나타내며, () 는 오일러(Euler) 각 변환에 의한 3자유도 
회전행렬이다. 

 
2.2 운동체 모델링 

 
제안하는 제어기의 적용 대상인 FPSO와 셔틀 탱커의 

시스템을 수학적 모델로 정의하고 그 모델을 상태공간에서 
표현하였다.  

저속 운동하는 선박의 3자유도 수평면에서의 조종 운동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 + () + () =  +   (5) 
 은 운동체의 질량과 부가질량을 포함하는 관성행렬이고 () 는 코리올리힘과 구심력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 는 감쇄행렬로 선형과 비선형 감쇄계수를 모두 

포함한다.  는 해양 환경 외란을,  는 트러스터에 
의한 제어력을 나타낸다. 

 
2.3 해양환경 모델링 

 
해양환경에는 바람, 조류, 파도 등의 다양한 외력이 

작용한다. 동적위치제어 선박에서 외란에 의한 선박의 운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해양환경에 대한 수학적 모델이 
필요하다.  

조류는 선박의 속도에 대한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적용되며 운동 방정식에서 동유체력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인 부가저항에 의한 코리올리와 감쇄 항에 직접 
적용된다. 조류 모델은 다음과 같이 First-order 
Gauss-Markov 과정으로 근사하여 적용하였다. 

 ̇ = − +     (6) ̇ = − +    (7) 
  는 조류의 속도,  는 조류의 방향,  와	 는 양의 

값을 가지는 상수, , 	는 가우시안 잡음을 나타낸다. 
바람은 선박에 외력으로 직접 작용한다. 바람에 의한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선박의 방향과 형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물체고정좌표계에서의 부분 요소로 
나누고 이에 대한 상대 속도와 상대각으로 표현한다. 이는 



blendermann(1994)이 정의한 선박의 종류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파랑 외력의 경우 선박의 수평면 운동에 있어서는 2차 
장주기의 표류력이 주된 고려 대상이 된다. 

식(5)를 환경 모델링을 고려한 운동 방정식으로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 + () + () =  +  + (8) 
 
여기서  은 조류가 고려된 선박의 상대 속도이고  와  는 각각 바람과 파도의 표류력에 의한 

외력이다. 
 

3. 제어기 설계 
 

3.1 작업공간좌표계 
 

탠덤 하역 운전에서 FPSO는 터렛(turret)의 연결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위치를 유지해야 하고 셔틀 탱커는 
FPSO의 후미와 연결된 호스와의 연결이 지속적인 하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상대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FPSO에서는 터렛의 위치, 셔틀탱커는 FPSO의 
후미를 각각 작업공간에서의 제어대상 좌표로 정의하였다.  

Fig.2는 FPSO에서의 각 좌표계 적용을 나타내며 
셔틀탱커도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였다. 

 

 
Fig. 2 Coordinate frames of FPSO 

 
작업공간과 운동체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    (9) 
 
여기서  = [ , ]로 작업공간좌표계의 위치이고 위의 

식을 시간에 대한 미분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10) 
 
행렬  는 지구고정좌표계의 운동을 작업공간으로 

투영하기 위하여 사용된 2 X 3 행렬이며, 지구고정좌표계의 ̇을 물체고정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해 식(1)을 사용하여 다음 
식을 얻는다. 

 ̇ =       (11) 
 는 2 X 3 행렬이며 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 ̇ + ( − )   (12) 
 
식(12)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작업공간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특정해(particular solution) 부분이고, 두 번째 항은 의 영공간(Null space)을 나타내는 일반해(Homogeneous 
solution) 부분이다. 여기서 일반해는 ̇ = 0일 때, 운동체의 
작업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체운동(self-motion)이 
가능하도록 한다.  는  의 Moor Penrose 의사역행렬 
(Pseudo inverse)로 ()를 의미한다. 

역기구학에서는 다양한 성능지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영공간을 제어하기도 한다. 식(12)의  는 여유자유도 
활용을 위한 목적 함수이고 ( − ) 는  를 J 의 
영공간으로 투영하는 투영기이고 본 논문에서는 수식의 
간단한 표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Wang, J. et 
al., 2010) 

  =  −     (13) 
 

3.2 작업공간 제어 
 
각 선박에서 작업공간만을 위치제어하고 영공간은 

감쇄제어만을 수행하여 선수각 제어 없이 해상의 외력에 
따라 적절한 해로 수렴하도록 한다. 제어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  				 	 → 	∞   (14) 
 
비선형 시스템인 선박의 운동체 모델 식(5)에 

리아프노프(Lyapunov) 안정도 판별 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제어 입력을 결정하였다. 다음과 같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형태로 리아프노프 함수를 설정한다. 

 



 =  +     (15) 
 
식(25)에서 는 positive-definite 행렬로 제어기 성능을 

위해 변경할 수 있는 대각행렬이고, 작업공간에서의 변위 
오차를  =  −  로 정의하였다. 식(15) 리아프노프 
함수의 시간 미분은 다음과 같다. 

 ̇ = ̇ + ̇   (16) = { − () − () − } (17) 
 
식 (17)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도록 제어 입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 ̇ + ̇  (18) =  −  −    (19) 
 ̇ = ̇ − ̇ = −̇	(̇ = 0)는 선박의 속도 오차이며  

와   벡터에 의해 각각 작업공간과 영공간의 속도를 감쇄 
제어한다.  

식 (19)를 식 (17)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 = −{() + () +  + } ≤ 0 (20) 
 
여기서  ,  은 Positive-definite 행렬이며 () ≡0,	() > 0이므로, 식 (20)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된다. 여기에 Lasalle’s invariance 이론을 도입하여 평형 
점에서 globally asymptotically stable (GAS) 임을 확인할 수 
있다. 

 
3.3 협력 제어 

 

 
Fig. 3 System block diagram 

Fig.3은 시스템의 전체 블록선도이다. 탠덤 하역 상황에서 
FPSO와 셔틀탱커간의 호스와 호저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선박간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두 선박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안전한 하역을 위해서 FPSO와 셔틀탱커의 
거리 오차는 ±5m 내외로 유지를 하면서 선수각 차이는 
±45˚내를 유지하도록 제어 입력을 조정하였다. FPSO는 
셔틀탱커의 선수각 정보를 피드백으로 입력 받아 두 
선박간의 상대 선수각이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어한다. 

영공간에서의 상대 선수각 제어를 위해 매니퓰레이터 
관련 연구에서의 특이점 회피를 위한 목적함수 형태를 
차용하여(Wang, J. et al., 2010)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를 
정의한다.  

 ℎ =  ()     (21) () = ∑     =  () (22) 
 ℎ는 선수각의 차이를 원하는 각도로 제어하기 위한 속도 

차원에서의 함수이고 () 은 운동체공간의 스칼라 
목적함수, 는 조종 가능한 게인값으로  > 0이다. ℎ는 ()의 상대변수 궤적에 대한 미분형태로 표현된다. ℎ를 
이용하여 제어하고자 하는 값은 선수각의 차이이므로 와  는 단순하게  와  로 치환할 수 있으며 ±45˚를 
관절한계의 최대, 최소 값에 대입하였다. 

새로운 제어 입력의 안정성 판별을 위해 앞서 정의하였던 
리아프노프 함수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였다. 

  =  +   +    () (23) 
 
위의 리아프노프 함수를 시간에 대한 미분 형태로 

나타내면 
 ̇ = ̇ + ̇ +  ()    (24) = { − () − ()	 	− + ()ℎ}    (25) 
 
여기에 아래의 제어입력을 설정하고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  −  −  − ()ℎ (26) 
 
식(26)을 식(25)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을 얻는다. 
 ̇ = −{() + () +  + } ≤ 0(27) 
 



식(27)은 작업공간에서의 결과와 동일하므로 제안된 
제어기를 적용한 시스템이 Globally Asymptotically 
Stable(GAS)인 것을 알 수 있다. 

 
4.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제어기의 성능 검증을 위해 Matlab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작업공간제어와 협력제어의 성능 확인을 위해 
해상환경을 Fig.4와 같이 입력하였다. 조류 속도는 1.1m/s, 
바람은 20.5m/s로 설정하고 두 외력의 방향은 웨더베이닝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모두 90 ̊방향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파도에 의한 2차 표류력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4 Environment condition for simulation 
 

 
Fig. 5 x, y trajectory w/o cooperative control 
 

Fig.5는 작업공간제어의 FPSO와 셔틀탱커에 대해 
독립적인 웨더베이닝 제어를 적용한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두 선박 모두 외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셔틀탱커는 초기상태에서 거리에 대한 궤적이 아닌 FPSO에 
끌리듯이 유연하게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Fig.6의 FPSO와 셔틀탱커의 선수각 일치 상태를 
살펴보면 최종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최대 64.04˚의 상대 
선수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탠덤 하역 운전에서 
호스 연결에 영향을 주어 downtime을 발생시키게 된다. 

 

 
Fig. 6 Alignment error w/o cooperative control 

 
이를 보완하고자 FPSO에서 셔틀탱커의 선수각 정보를 

전달받아 영공간에서 상대 선수각을 적절히 줄여주는 
협력제어를 수행하였다. 

 
Fig. 7 x, y trajectory w/ cooperative control 
 

 
Fig. 8 Alignment error w/ cooperative control 
 

Fig.7은 협력제어 시의 두 선박의 궤적을 나타내며 
작업공간제어에 비해 두 선박의 선수각 차이가 줄어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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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Fig.8에서 두 선수각의 최대 차이는 
39.71˚이며 탠덤 하역에 문제 없이 웨더베이닝이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Fig.9-10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입사하는 외력에 
대해 제어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조류 
속도는 1.1m/s, 방향은 90,̊ 그리고 바람의 속도는 20.5m/s, 
방향은 180˚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인 두 선박의 선수각은 
-66.38˚에 이르게 되고 조류에 의한 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Fig. 9 x, y trajectory (different direction of current & wind) 
 

 
Fig. 10 Alignment error (different direction of current & wind)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FPSO와 셔틀탱커의 탠덤 하역 

운전상태에서 별도의 외란 측정 또는 추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외란의 방향에 맞추어 웨더베이닝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공간 기반에서의 제어기 설계가 수행되었다. 

일반적인 동적위치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선박의 운동 
방정식을 정의하고 해상환경에서의 선박에 영향을 주는 
외력의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하였으며, 제어기 적용을 위한 
작업공간 좌표에 대해 정의하였다. 설계된 제어기에 대해 
리아프노프 안정성 판별을 통해 제어기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탠덤 하역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제어 방법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제어기가 안정적이고 원하는 성능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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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생산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우 종 훈(한국해양대학교), 윤경원(한국해양대학교) 

 
Simulation System Development for Subsea Production Process 

Jong Hun Woo(Korea Maritime University), Kyung Won Yoon(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해저생산플랜트의 고장은 인명, 환경, 자산에 치명적인 위험과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어 통합적인 설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시스템 구성(Subsea System Integration)과 해저생산플랜트와 해저 배관망 유체의
안정적인 흐름(Subsea Flow Assurance)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 원천 기술이다. Subsea Flow Assurance는
해저생산플랜트의 성능, Reservoir 생산 특성, 다상유체의 흐름 특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함. 해저생산플랜트는
심해저에 설치되어 높은 압력, 낮은 온도 환경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해저생산플랜트 내부 또는 해저배관망 내에
하이드레이트 등이 생성될 수 있음. 생성된 하이드레이트는 해저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여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ubsea 생산 공정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가시화 및 유체의 안정적인 흐름을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Subsea 시뮬레이션이 주로 Subsea 설비의 설치에 대한 동역학적 거동에
대한 해석이나 관내 다상유동에 대한유동 해석이 주를 이루어 왔고 이러한 연구들이 Subsea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심해저에서 원유 생산 과정을 논리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DES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Keywords:Tip vortex cavitation(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 Cavity Inception speed(CIS, 캐비티 초생속도)  
 

1. 서 론 
 
최근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름 및 가스 유전은 내륙에

서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개발 영역을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연안과 원양 바다로 확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바다 아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심해 지역의 자원 탐사와 발굴을 위한 기술, 장비
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안과 원양 바다 지하에 매장
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들을 총칭하여 
Subsea라는 접두어를 붙인다. 예를 들어 Subsea well, Subsea 
field, Subsea project, Subsea development 등이 그러한 예들이
라고 할 수 있다. Fig. 1에서 심해 자원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구
성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Subsea 생산 시스템은 시스템의 복잡도에 따라 고정 플랫폼, 
FPSO 또는 육상 플랫폼에 Flowline을 통해 연결된 단일 Well로 
구성되는 시스템부터, 여러 개의 Well이 Manifold에 템플릿 또
는 클러스터 형태로 연결되어 원유를 고정 또는 부유식 플랫폼

이나 육상 플랫폼으로 이송하는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Subsea 생산 시스템은 오일이나 가스가 함유된 저수조를 
개발할 때 한 곳 이상의 Well을 드릴링 하고, 적절한 심해 설비
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오일이나 가스를 부유식 플랫폼이나 육
상 플랫폼으로 운송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
의 운용 환경이 심해 또는 초고도 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
한 필드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해상, 육상에서 사용되던 전통적
인 장비들은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심해의 오일과 가스
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심해에 특성화 된 장비의 개발이 요구되
는데, 이러한 장비들은 심해의 환경에서도 오작 없는 작동에 대
한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만 심해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경재적인 발굴 및 채
취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Overal Subsea System 
 

해양에서 찬연자원 생산을 위한 심해 기술은 매우 전문화된 
영역으로 엔지니어링과 시뮬레이션과 같은 고도의 핵심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이 
광구들이 점차 심해로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
와 설비는 다양한 시스템의 기능과 요구조건에 대한 매우 엄격
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즉, 고가의 특화 장비가 탑재된 특수 선
박 및 장비들이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박/자원 관련 
시스템을 이러한 니즈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양의 심해에서 운용이 
되는 장비는 운용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기 때문에 실선/실장비 테스트(SIT: System Integration Test)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오일 메이저 회사
와 해양/심해 관련 업체들은 최신의 엔지니어링, 정보 기술을 이
용하여 설치/운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로사항의 발견을 가상 
테스트를 통해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
다. 이러한 최신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하면 해양과 심해에서
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시스템의 기능, 동적 거동을 미리 예측하
고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혁신적인 하이테크 
플랜트와 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모델 기반의 개발 방법론으로써 
에너지 자원의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인 접근법이자 자
원의 생산과 분배를 위한 시스템 컴포넌트의 동적거동에 대한 
선행 평가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개발 방법론은 심해 생산, 드릴링, 지질조사, 심해 장비 
설치 및 제어 등에 대한 실시간 가상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제
공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Subsea 생산의 유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DES (Discrete 
Event System) 기반의 상용 엔진을 사용하여 유체와 기체에 대
한 연속 거동을 구현하는데, 이는 기존의 이산 사건을 이산 유체 
이송률로 변환하여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 유동의 흐름은 Well
이 Fluid source가 되어 이로부터 원유 또는 가스가 생성되어 각 
Tree 로 전달이 되고, 이 유체들은 각각 Flowline 또는 Jumper
를 통해 Manifold로 집결되도록 함. 이후, 선별 된 자원이 Riser
를 통해 해상 또는 지상으로 이송되는 시나리오를 따르도록 한
다. Subsea 설비의 동역학적 거동과 유동에 대한 연동은 시뮬레
이션 모델의 타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역학적 
거동과 유동에 대한 거동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 내용은 기존 국내 조선해양업체가 보유중인 해상설
비 설계 기술과 결합하여 해저생산플랜트 상세설계 및 제작설계 
Package 확보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단순 운전
자 교육용이 아닌 해상플랜트 해저생산플랜트 통합설계 지원을 
위한 안전성 및 성능 예측 및 평가 모듈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해저생산플랜트 신공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이 가능
하며, 최근 해양산업의 신기술인 Smart Field Control 기반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자한다. 
 

2. 연구개발의 범위 
해양 자원개발을 위해 관련되는 설비의 영역은 육지에서의 

자원 채취를 수행하게 되는 Onshore well부터 시작하여, 육지에
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바다의 수심에 따라서 적합한 설비가 투
입되고 운용이 되는데 물이 깊어질수록 보다 하이테크의 설비와 
장비가 운용된다. 특히, 육지와 근해의 자원이 이미 소진이 되거
나 매장 자원의 규모가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투자는 미개척 영역인 심해로 점점 이동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심해에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굴착 장비 (Drillship, 
Semi-submergible drilling rig 등)과 심해 해양에서 직접 자원(원
유, 가스)를 저장하고 가공, 분류가 가능한 장비들에 대한 소요



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과 관련이 있는 Subsea는 기
존에는 굴착 후 Well head를 설치하여 채굴되는 가스나 오일을 
해상이나 육상 플랜트에서 가공하고 저장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많은 작업이 Subsea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작업의 비율이 점
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일종의 Front-loading 개념으
로써 자원개발에서 생산 공정이라는 라이프사이클을 최적화하
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Fig. 2 Subsea process and domain 

 
본 연구의 개발 범위는 기본적으로 Subsea 생산 공정에 대

한 가시화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Fig. 2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다양한 분야의 시뮬레이션 기법이 
요구된다. 기존의 시뮬레이션은 주로 Engineering의 고려가 미
흡한 상황에서 Showing을 위한 animation 제작이 주로 수행됐
다. 이는 Youtube에서 Subsea라는 검색어로 찾아볼 수 있는 수
많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의 시뮬레이션은 동적 거동보다는 주로 고온 초고압에서의 다상 
유동에 대한 엔지니어링 해석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이
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은 
Subsea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유동에 대한 동적거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들과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술적인 구분을 위해 Fig. 2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다이어그램은 Subsea 설비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가운데 부분과 오른쪽 아랫부분은 Well에 연결된 Wellhead 

-Xtree로부터 추출되는 원유가 매니폴드에 집결되고 여기에서 
파이프라인과 라이저를 통해 해상이나 육상 플랜트로 운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왼쪽 부분은 이러한 원유의 성공적인 이송을 위
한 전기적 장치와 유압 장치에 대한 컨트롤 흐름을 보이는데, 해
상과 해저의 컨트롤 센터로부터 명령 신호가 Umbilicals을 통해 
해저의 설비로 전송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오른쪽 윗부분은 각각 해저 드릴링을 위한 드릴링 시스템과 
Subsea 설비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기능 모듈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제 Subsea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컴퓨터를 이용
한 시뮬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3가지 부분의 요소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드릴링이나 장비들의 설치, 그리고  
조정에 대한 Kinematic 시뮬레이션 기술(즉, 동적 거동 시뮬레이
션 기술), 두 번째는 밸브와 초크에 의해 컨트롤되는 유동의 이
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장비와 설
비의 작동에 관련되는 컨트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언
급한 3가지 시뮬레이션 기술을 상위의 개념으로 묶으면 동적 이
산사건기반 시뮬레이션 (Dynamic discrete event simulation)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원론적이 개념으로 산업공학의 대기행렬 이
론(Queue theory)로부터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기술
적인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진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중 유동의 
거동을 표현하기 위한 이산사건 관점에서의 가시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3. 연구 방법론 
 

3.1 DES 기법 
 

DES 기법은 모델 내의 구성요소에 이벤트가 발생하였거나 
모델 밖에서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모델
을 실행시켜 연산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시간의 흐
름은 이벤트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며 모델 내에 이벤
트가 발생했을 때 결과 값의 연산에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37에 DES의 작동 방식을 표현하였다. 즉, DES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시각에는 모델에 어떤 계산도 수행하지 않아 시
스템에 불필요한 부하를 발생하지 않으며, 이벤트가 발생할 때



마다 시간의 흐름을 체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조선 환경처
럼 생산 제품과 생산 흐름이 자주 바뀌어 획일화되기 어려운 생
산 환경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보강하는 
일종의 플러그인 모듈로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3.2 Fluid simulation in DES 

3.2.1 개념 
Fluid는 액체, 기체 또는 가스 중 하나이거나 또는 이것들의 

혼합물로 존재한다. 유체의 흐름은 본질적으로 연속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속체를 불연속적인 이
산 유동의 흐름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유체의 연속 흐름은 시스템에서 서로 연결된 리소스들 간
에 discrete part (또는 material)로 모델링 될 수 있다. Discrete 
part 시뮬레이션에서 유동을 표현해주는 기본적인 동적 entity는 
part가 된다. 일반적인 discrete system에서의 part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생성되고 저장되고 MHS(Material Handling System)에 
의해 이동되고, 또한 machine 개념의 리소스를 통해 일련의 가
공 (분해, 조립, 가공 등)을 거치게 될 수도 있는 등 개개의 part
가 고유의 특성을 가지게 되지만 유체를 표현하게 되는 discrete 
part의 경우에는 일련의 unit의 집합인 동시에 각각의 particle들
이 고유의 특성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차별성이 있다. 

유체에 대한 연속 흐름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리
소스에서 발생하는 flow rate라는 속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Flow 
rate의 변동은 유체가 생성, 소멸, 가공 및 운송될 때 관찰이 가
능한 속성이다. 서로 다른 두 리소스 사이에서의 유체의 Flow 
rate는 각 리소스를 연결하는 입구와 출구를 이동하게 되는 유체
의 단위 시간당 유량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flow rate의 변동
은 생성, 소멸, 이동 및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이것은 
유체 흐름 모델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입력 변수가 된다. 즉, 유
체 모델링을 위해서 가장 우선이 되는 입력 요소는 시뮬레이션 
개체(Source, Sink, Reservoir, Processor 등) 사이에서의 유체의 
flow rate라고 할 수 있다. Flow rate는 단위 시간에 대한 유체 부
피의 변화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유체의 flow rate의 본
연의 정의를 본 논문에서는 유체를 모사하는 원통형의 입체에 
대하여 시계열에 대한 discrete point의 변화로 가정하고, 이 입

체를 구성하는 유체의 물성치는 flow rate의 변화에 대하여 비압
축성 균일 정상상태로 가정한다. 또한, 유체의 생성률(creation 
rate)이나 가공에 의한 생산율(production rate), 그리고 소멸률
(destroy rate) 등도 flow rate와 같은 원리에 의해 구현이 되고 
동일한 물성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유체 흐름 (유동) 모델링은 
기존의 discrete parts에 대한 모델링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설계
가 된다. Discrete 환경에서의 유체 모델링이더라도 기본적인 개
념은 part의 흐름에 대한 모델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모델링 
프레임워크와 동질성을 유지한다. Parts와 Fluids 모델링은 각각
의 entity들과 object들이 거의 일대일 상관관계로 매핑이 가능하
다. Table 1에서 discrete parts와 fluids flow의 모델링을 위한 개
체들의 상동성 관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1 Relation between Discrete and Continuous Model 

Discrete Parts Fluids 
Part Class Fluids Class 
Part Instance Fluids Instance 
Source Fluid Source 
Sink Fluid Sink 
Buffer Tank 
Conveyor Pipe 
Machine Processor 
Connections Fluid Connections 
Cycle Process Fluid Process 
 

3.2.2 Modeling Procedure 
Subsea 시스템의 생산 공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빌딩은 대상이 되는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컴퓨터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가 요구된다. 시뮬레이션 모델링 절차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대상의 특성과 복잡성,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목적에 따라 가변적이다.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단순할 경우에는 
[분석→모델링→검증] 정도의 절차만으로도 모델링이 
가능한 반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복잡할 경우에는 이러한 
단순한 절차에 의해서는 모델링이 불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모델이 구현될 수 없다. 따라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문헌에서 제안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공통적으로 ‘분석→설계→구현(모델링)→검증’의 절차를 
따르고, 필요에 따라 구현과 검증은 서로 보완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은 Subsea 시스템과 
같이 시뮬레이션 모델링 대상이 극도의 복잡한 제품, 공정, 
설비가 연관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기존의 절차들은 절차상의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방법론을 연계시키지 못했고, 두 번째 문제점은 복잡한 제조 
시스템 모델링을 위한 공정 흐름을 작성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모델 구현으로 연계시키는데 있어 구체적인 
기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절차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시뮬레이션 모델링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림 37와 
같은 모델링 절차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모델 빌딩 절차는 그림 37에서 표현하듯이 크게 
(1)시뮬레이션 모델링 사전 준비 작업, (2)시뮬레이션 모델 
설계, (3)시뮬레이션 모델 구현의 세 단계로 구분이 되고 각 
단계는 다시 세부 수행 절차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인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전 준비 작업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 빌딩의 대상 선정과 대상이 
되는 제조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최종 활용 목적을 정의한다. 두 번째 
단계인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한 설계 단계에서는 신뢰성 
있는 분석 도구를 통한 대상 제조 시스템의 제품, 공정, 
설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한 공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구현 이전 단계인 메타 코드로 
작성을 한다. 또한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작성되는 
시뮬레이션 입력 및 출력 정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적합한 
입출력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메타 코드 작성에 반영한다. 
세 번째 단계인 시뮬레이션 구현 및 검증 단계는 앞 
단계에서의 메타 코드가 실제 시뮬레이션 모델링 구현에 
반영이 되어 초기 모델로서 완성이 되는 모델 구현 단계와 
초기 모델 완성 이후 지속적인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모델의 
수정을 통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구분된다. 

 

Fig. 3Subsea Modeling Procedure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모델 빌딩 절차는 기존의 

모델링 방법론에 대하여 반복적인 선박 건조 공정에 대한 시뮬
레이션 모델링 수행을 통해 선박 건조 공정에 가장 적합한 절차
로서 수정이 되었고, 각 중간 단계에서의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
항 및 구체적인 산출물이 정의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연구 내용 

4.1 Subsea 설비 분석 
Subsea 생산 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장비들에 대한 분석 내

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 장비들중 일부는 본 연구의 시뮬레이
션 모델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  

 
4.1.1 Subsea wellhead 

Subsea wellhead는 well에서 casing string들을 지탱하기 위
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 보통 이러한 wellhead는 guide 
base를 포함하고 있어서 Xmas tree를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가
이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4.1.2 Subsea Xmas tree 

Subsea Xmas tree는 well로부터의 원유 생산에 대한 제어를 
위한 wellhead 윗부분에 탑재가 되는 장비로써 Piping, Valve 그
리고 원유생산 제어와 연관된 Controller 및 Instrumentation 장
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4.1.3 Jumper 

Jumper는 Subsea 장비들 간의 연결(Xmas tree와 Manifold, 
Manifold와 PLET, PLET와 PLET 등)을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로
써 형태가 고정이 되어있는 Rigid 유형과 부드럽게 휘어지는 
Flexible 유형이 있다. 

 

4.1.4 Manifold 
Manifold는 Well에서 채취된 Fluid를 해상이나 지상의 플랫폼

으로 이송하기 위해 복수의 Well(또는 Xmas tree)들과 연결이 되
어 원유를 모으고, 모아진 원유를 Pipeline으로 라우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PLET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Pipeline과의 연결
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Clustering 되는 Manifold의 slot의 
개수는 4, 6, 8 또는 10으로 이루어진다. 

 

 
4.1.5 PLET (Pipe Line End Termination) 

PLET는 약어 그대로 해상이나 지상으로부터 연결되어 온 
Pipeline이 Manifold나  Xmas tree와 연결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구조물이다. 

4.1.6 Subsea foundation 
Template는 PLET, SUTA 그리고 Manifold 등 Subsea 

structure들이 바닥이 부드러운 해저면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조물이다. Mudmat, Suction pile, Drilling pile 



등이 Subsea foundation의 대표적인 예이다. 
4.1.6 Subsea Separator 

Template는 PLET, SUTA 그리고 Manifold 등 Subsea 
structure들이 바닥이 부드러운 해저면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조물이다. Mudmat, Suction pile, Drilling pile 
등이 Subsea foundation의 대표적인 예이다. 

 
4.2 Subsea Production Flow 분석 

Subsea 자원 개발에 있어 Subsea 설비들의 역할을 알아보
면, Subsea Tree는 밸브로 만든 밸브 결합체로 유정 상부에 부
착되어 각각의 유정을 분리시켜 생산과 공정 설비상의 탄화수소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Manifold는 유정에 
설치된 다수의 Subsea Tree로부터 나오는 탄화수소를 모으고 
그 흐름을 조절하기도 하며 해상으로 Riser를 통해 쏘아 올리는 
기능을 갖는다. Flowline은 Subsea Tree와 Manifold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Subsea Tree로부터 생산된 원유(혹은 탄화수소)를 
Manifold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Manifold와 유정에 설
치된 Subsea Tree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면 Jumper라는 짧
고 단단 한 파이프를 이용하기도 한다. Umbilical은 해상플랫폼
과 Subsea Tree 혹은 Manifold에 연결되어 전력 혹은 유압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전자 케이블 또는 광섬유 다발이다. 
Processing Control System은 field에서의 운영을 단순화하고 생
산성을 높여주는 구조물의 집합체를 말한다. Subsea 제품들의 
두뇌가 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하며 기술적
으로 상당 부분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Subsea 생산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계통도 기호만을 나열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
한 구성도를 표현하기로 한다. 보통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은 대
상이 되는 시스템의 Flow control을 위해 매우 세부적인 부분(밸
브의 유형, 초크의 유형, 펌프와 컴프레서의 유형, 압력 조건, 온
도 조건 등)에 대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ubsea 생산에 대한 초기 개발 단계의 시뮬레이션 모델 구현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만 사용하기로 한다. 대상이 되
는 기본적인 요소는 밸브, Separator, Storage, Pump, Pipeline 
등 Subsea 생산을 모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만을 사

용하기로 한다. Fig. 4에서는 기본적인 Symbols을 사용하여 
Subsea 생산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분
석한 Subsea 생산 공정의 흐름에 대한 Schematic 다이어그램
으로써 실제 플랜트 설계나 프로세스 공정에 대한 설계에 사용
되는 Symbol들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Fig. 4 Oil and Gas Production System Diagram 

 
4.3 Subsea DES Simulation Model 

마지막 연구 결과물은 앞서 소개한 기반기술 및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Subsea 생산 공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DES simulation model이다. 대상 시뮬레이션 모델의 
범위는 Subsea 생산의 전체 시스템 중 Well로부터의 
원유추출로부터 Christmas tree를 거쳐 Manifold에 모이고 
Separator를 통해 원유와 가스만 PLET를 통해 내보내는 Fig. 
4에서 나타내고 있는 공정을 범위로 한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입력-출력 다이어그램은 그림 69와 같이 작성된다. 

 

 
Fig. 5 Subsea Simulation Model Input/Output 

 
4.3.1 시뮬레이션 입력 정보 

Subsea 시스템과 같이 프로세스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
롤 변수는 각각의 설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밸브의 Slot 
flow rate이다. 이 변수에 따라서 장비에서 장비로 Fluid의 전달



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스
템의 원활한 흐름을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조건은 각 
장비와 연결관의 Flow logic에 대한 설정이다. Fluid의 흐름은 
discrete part의 흐름과는 달리 Requirement 공정과 Working, 그
리고 Routing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Synchronization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설비가 저장할 수 있는 Fluid의 
저장량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다. 일반 제조 공정과 비교를 
하면 이는 WIP에 대한 Part list의 size와 유사한 개념으로 원활
한 흐름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버퍼 기능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Table 2, Table 3에서는 이러한 입력 조건
들에 대한 정보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정보의 변경은 시뮬레이
션의 거동과 Status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부터 적절한 공
정 변수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Table 2 Slot Flow Rate of Facility 

Element class Fluid type Slot flow rate 
Fluid_Source_well01 Fluid_water 1000 
Fluid_Source_well01 Fluid_oil 1200 
Fluid_Source_well01 Fluid_gas 300 
Fluid_Source_well02 Fluid_water 800 
Fluid_Source_well02 Fluid_oil 2000 
Fluid_Source_well02 Fluid_gas 1000 
Fluid_Source_well03 Fluid_water 2000 
Fluid_Source_well03 Fluid_oil 1000 
Fluid_Source_well03 Fluid_gas 500 
Fluid_Source_well04 Fluid_water 1200 
Fluid_Source_well04 Fluid_oil 2000 
Fluid_Source_well04 Fluid_gas 1000 
Processor_Xtree01 Fluid_water 300 
Processor_Xtree01 Fluid_oil 250 
Processor_Xtree01 Fluid_gas 350 
Processor_Xtree01 Fluid_water 280 
Processor_Xtree02 Fluid_oil 320 
Processor_Xtree03 Fluid_gas 400 
Processor_Xtree01 Fluid_water 270 
Processor_Xtree02 Fluid_oil 250 
Processor_Xtree03 Fluid_gas 420 
Processor_Xtree01 Fluid_water 240 
Processor_Xtree02 Fluid_oil 320 
Processor_Xtree03 Fluid_gas 380 
 

Table 3 Total Available Quantity 
Element class Capacity 
Pipe_Xtree_Manifold_01 120000 
Pipe_Xtree_Manifold_02 115000 
Pipe_Xtree_Manifold_03 130000 
Pipe_Xtree_Manifold_04 95000 
Pipe_Manifold_Separator_PLET_01 80000 

Pipe_Manifold_Separator_PLET_02 90000 
Pipe_Manifold_Separator_PLET_03 100000 

 
4.3.2 시뮬레이션 출력 정보 

앞서 설명한 입력 정보에 대해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서 알
아낼 수 있는 결과는 Fig. 5에서 보이듯이 시계열에 대한 각 설
비의 유동량 변화, 각 설비의 가동률, 총 생산량 그리고 이에 대
한 분석을 통한 애로 설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생산량의 범위까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의 변화량과 주요 설비의 가동률을 보이고자 한다. Fig. 6에
서는 Christmas Tree에서의 유동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정보들
은 Tree가 Well로부터 원유를 통과시키면서 Manifold로 전달하
는 과정에서 각 Well의 Condition과 Tree의 Capacity에 따라 변
하는 Gas, Oil, Water의 변화량을 보이고 있다. 각 그래프를 살
펴보면 대략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면서 변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동량은 Tree의 설비 조건뿐만 아니라 
Tree를 기분으로 입력, 출력이 되는 Jumper의 조건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서 시뮬레이션의 입력에서 
Well-Tree-Manifold를 연결하는 연결관의 Slot flow rate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Fig. 6 Flow metering of Xtree 1 
 

다음으로는Fig. 7에서 Manifold에서의 유동의 변동량을 보이
고 있다. Manifold에서는 4개의 Xtree로부터의 유동이 집결되기 
때문에 앞서 보인 Xtree의 유동 변동량 및 Xtree-Manifold 사이
의 Slot flow rate의 변수 조건에 의해 유동 변동량이 결정된다. 
동일한 원리로 Fig. 8에서는 Separator에서의 유동 변동량을 보
이고 있다. 실제로는 Separator는 Manifold와 함께 작동이 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조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분리
하여 고려를 하였다. 



 
Fig. 7 Flow Metering of Manifold 

 
Fig. 8 Flow Metering of Separator 

 

이상의 주요 설비들의 유동 변동량의 결과로부터 흐름의 선
행단에서는 비교적 규칙적인 유동의 변화량이 설비들을 거치면
서 불규칙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불확실성의 
누적에 의해서 공정의 후단으로 진행하면서 그러한 특정 확률분
포에 따른 불혹실성이 누적되면서 공정의 부하나 Subsea의 경
우 흐름의 변동량에 대한 불규칙성이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Table 4, Table 5, Table 6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
한 각 설비, 더미 Tank 및 Jumper에 대한 내부 연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동률의 정보로부터도 앞서 도출된 불규칙성이 
누적됨에 의한 가동률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공정의 하류로 진
행되면서 가동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주요 설비의 가동률 및 결과 모니터링 정보 

 
 

Table 5 주요 설비간의 유량 조절 역할을 하는 Sub 저장소의 유량 흐름 결과 데이터 

 
 

Table 6 주요 Jumper의 유동량 변화 및 가동률 정보 



 
후행 연구를 통해 유동의 압력/온도에 의한 조건 변화를 추가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공
정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 변수에 대한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수행된 Subsea 체계 분석 및 생산 공정 시뮬레

이션은 엔지니어링의 레벨 관점에서 보면 Top-level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즉, 다상유체의 거동이나, Riser의 거동, 고온 고
압에서의 유체의 변화 등 세부적인 엔지니어링 분석에 대한 수
행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또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Subsea 개체들의 기능 관점을 견지하면서 수행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 및 향후 추가 개발을 통해 해양 플랜트 및 
Subsea 시스템의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플
랫폼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는 보다 신속하
게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시스템 검증을 통해 고객사
에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체 시스템 수명주기의 극단적인 
단축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 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유동 흐름에 대한 초
기 단계의 연구로써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 산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다. 

 
1. 물리 엔진 간략화 탑재 

2. 임의의 3D 형상 Tank에 대한 Storage/Retrieval 가시화 모
듈 개발 

3. SCADA 및 DCS를 고려한 시스템 DB 연동 Real-time 해
저생산플랜트 가상 통합 시스템 개발 

 
첫 번째로 물리 엔진 간략화 탑재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

했던 압력, 온도 등의 심해 조건에 대한 설비 및 관내에서의 유
동의 Status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제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의 유동 Storage는 원통 형상 
밖에 고려되지 못해서 현실성이 떨어졌던 부분을 실제 Storage
의 형상을 고려한 Storage & Retrieval 구현을 통해 시뮬레이션
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고 가시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의 2D 
기반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3D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구현은 되었으나 실제 
DCS 및 SCADA 장비와의 Protocol을 시뮬레이션 모델과 동기
화함으로써 실제 Subsea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가상 통합 시
뮬레이션 시스템으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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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양 플랜트의 유지 보수 정보 획득을 위한 Zigbee 
Sensor Node 최적 배치와 Energy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석(인하대학교), 이경호(인하대학교), 이정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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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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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된 데이터는 Zigbee 배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해 최적 배치 프로그램을 구현 하였다. 

Zigbee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서 작업자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 가능하고 점검과 관련한 유지보수
정보와 설계 정보를 즉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작업자는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효용이 증가 할 것이라 생각한다. 

 
Keywords: USN, Zigbee,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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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 단계에 있어서 밀폐구역의 환기현황 
이돈진, 노종화, 한명수(㈜대우조선해양 산업기술연구소) 

 
Ventilation Status of Confined Spaces in Shipbuilding 

Lee Donjin, Roh Jonghwa, Han Myoungsoo(DSME, Industrial Application R&D Team) 
 

 

요 약 
 

There is hardly no ventilation issue in the stage of assembly and PE(pre-erection) in production of ships. But many 
difficulties in ventilation exist, because distance between confined spaces and open spaces in erection stage is quite far
relatively. Especially, in case of special ships which are complex in structure and have many confined spaces such as 
offshore projects and pipe laying vessel, there are much greater difficulties in ventilation. We investigated the status of
ventilation about 2 special ships being built in our shipyard and found that there were various problems. So, we proposed 
ventilation routes to ventilate confined spaces effectively after investigation and developed a dedicated CFD program for 
quantitative estimation of ventilation status using openFOAM which is an open source project. The developed program 
showed similar result to FLUENT which is a commercial CFD program in a test analysis of ventilation with same model.  
Keywords: Confined Spaces (밀폐구역), Ventilation(환기), Welding Fume(용접 흄), CFD(전산유체역학), OpenFOAM 
 

1. 서 론 
 
선박은 초기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 설계 등의 

설계 단계를 거쳐 강재를 절단하고, 절단된 강재를 사용하여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단계를 거쳐 단위 블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만들어진 블록은 도크에서 탑재하기 전 
크레인이 한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블록으로 
결합하는 선탑재(PE) 공정을 거쳐서 탑재를 하게 된다. 
선박은 본질적으로 화물 및 평형수 등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 
기타 각종의 장비들이 설치되는 공간을 필요로 하며, 각각의 
공간은 그 기능에 따라 밀폐공간 또는 부분적인 
밀폐공간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소/중/대조립 및 PE 
단계에서는 밀폐공간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개방된 
공간으로의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 때문에 각각의 블록을 
조립하기 위해 대량의 용접을 수행할 지라도 적절한 환기 
팬을 사용하면 환기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탑재 단계에서는 블록을 탑재해감에 따라 
밀폐공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밀폐공간은 개방된 
공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탑재 과정에서 블록간의 조인트 부분에 대한 선 
용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밀폐공간으로 바뀐 후에 용접을 
하게 된다. 이 때 다수의 용접사를 투입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용접을 하게 될 경우 환기불량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상선이 아닌 해양 프로젝트 및 케이블 설치선 등과 같이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고 밀폐공간이 많은 특수선 들이 
대량으로 건조되면서, 훨씬 더 심각한 환기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사에서의 선박건조에 있어서 
밀폐구역의 환기 실태를 확인하고 보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환기의 기본 

 
작업장 또는 특정한 공간 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동시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환기라고 한다. 환기의 방법은 
크게 나누어 국소배기와 전체환기로 구분할 수 있다.  

 
2.1 국소배기 

국소배기는 Fig.1과 같이 오염물질이 발생원에서 
작업장으로 확산되기 전에 포집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국소배기 시스템은 후드 – 덕트 – 공기청정기 – 
송풍기 - 굴뚝으로 구성된다. 오염물질 발생원을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적은 배기 유량으로도 환기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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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으나 이동작업에는 적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Fig. 1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2.2 전체환기 

전체환기는 희석환기(Dilution Ventilation)라고도 하며 
유해물질을 오염원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희석하거나 치환시켜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서 
저독성, 저농도 오염물질을 환기하거나 이동성이 강한 
작업의 환기에 주로 쓰인다. 전체환기는 자연환기와 
강제환기로 나누어진다. 

 
2.2.1 자연환기 

자연환기는 작업장 외부의 바람에 의한 실내외의 압력 
차나 실내외의 온도 차에 의해 자연적인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며 지붕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공장내 오염물질을 배출시킨다. 그러나, 자연환경에 따라 
환기량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강제환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소음이나 팬 등을 구동하기 위한 운전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냉방비의 절감에도 큰 효과를 가진다. 
적당한 온도 차와 바람이 있으면 기계환기보다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환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2 강제환기 
강제환기는 필요 환기량을 송풍기의 풍량을 이용하여 
조절하기 때문에 환기량이 많은 경우, 송풍기의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뿐만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작업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효율적인 
강제 환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기량을 공기 교환 횟수로 정해서는 아니 되며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공장 내 기류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여 타 
공정의 오염물이 역류하거나 기류의 흐름을 바꾸지 
않도록 해야한다. 
3) 공정특성을 반영하여 청정지역으로 오염물질이 
확산하거나 또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급기량과 배기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급기 유속이 너무 빠를 경우 와류가 형성되어 
배기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급기 유속을 

고려해야 한다. 
 

3. 밀폐구역의 환기 현황 
 

일반적인 상선의 경우는 화물 적재량에 따라 선박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내부 공간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박제조의 오랜 
경험에 의해 환기 역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상선의 수주가 끊기면서 
해양 프로젝트와 특수선 위주로 수주가 되었고 이 때 수주된 
선박들이 현재 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박들은 상선과 같이 
내부 공간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환기를 경로를 설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당사에서 건조하고 있는 
2가지 특이 선종에 대한 환기현황을 조사하고 효율적인 
환기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3.1 BigFoot 프로젝트 
BigFoot 프로젝트는 Fig.2와 같이 노드부에 Extension을 

가진 TLP(Tension Leg Platform)로 통상적인 TLP 
프로젝트보다 폭은 약 50% 무게는 3배가 더 큰 대형 
프로젝트이다. 당 프로젝트는 그 크기에 비해 환기를 위한 
개구부가 거의 없어 환기자체가 어려우며, 노드 및 컬럼부에 
다량의 Cu-Ni 파이프 용접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Cu-Ni 파이프의 용접에는 퍼징을 위하여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므로 질식의 위험이 있어서 탑재 전에 
용접작업을 거의 끝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안벽작업 중에 
파이프 용접을 해야만 했다.  

 

 
Fig. 2 Model of BigFoot project 
 

3.2 Allseas 프로젝트 
Allseas 프로젝트는 해저 파이프 설치, 유정의 재킷 및 

상부 모듈의 해체기능을 가지며 길이가 380m에 이르고 



폭이 117m인 초대형 선박이다. 당 선박은 각종의 장비 
운영을 위한 발전기 9대가 4곳의 엔진 룸에 분산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00개에 이르는 밀폐구역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각종의 장비들이 모여있는 윈치룸, 펌프룸 
등에서 환기가 불량하였으며 엔진 룸의 경우는 동시 
다발적인 용접 작업으로 인해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를 
보여주었다. 

 

 
Fig. 3 Model of Allseas project 

 
4. 환기 대책 

 
4.1 BigFoot 프로젝트 환기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당 프로젝트는 용접 흄 및 각종 
분진에 대한 환기와 질식성 아르곤 가스의 환기가 큰 문제로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환기 경로를 Fig.4와 
Fig.5와 같이 각각 제안하였다.  

용접 흄 및 일반 환기는 연돌 효과를 고려하여 아래에서 
위로 흄이 제거될 수 있도록 폰툰 상부 및 컬럼 상단에는 
대형의 하우스팬을 설치하여 배기가 되도록 하였고, 하부 및 
각 칼럼의 측면에서 급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 Welding fume ventilation map in Bigfoot project 
 

아르곤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라 
앉아 모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르곤 가스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노드에서 작업 중 누출된 가스가 하단부 보강재 
사이 사이의 구석진 공간에 고이지 않도록 에어 이젝터를 

설치하였으며,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시간당 5회 이상의 
충분한 공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팬을 
설치하였다. 

 
Fig. 5 Argon gas ventilation map in Bigfoot project 

 
4.2 Allseas 프로젝트 환기 

4개의 엔진 룸은 배의 중간 안쪽에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 
6개의 층 중 데크로부터 4번째 층에 위치하고 있다. 환기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데크 쪽으로 뚫려 있는 4개의 구멍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으며, 공간 구조를 고려할 때 
배기의 방법 보다는 공간의 가장 안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배기를 하는 방법보다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데크에서 600mm의 대용량 환풍 팬을 사용하여 
자바라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각 
층에서는 내부 순환용 제트 팬을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가 
신속하게 희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엔진 
룸 내부는 양압이 형성되어 저절로 오염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4.3 환기해석을 위한 전용 CFD 프로그램 개발 

선박제조에 있어서 밀폐구역의 환기는 대체적으로 
작업자의 감에 의해 팬이나 자바라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거나 오염 공기를 배기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작업자들이 환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팬이나 자바라의 설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환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CFD 해석툴을 사용하여 밀폐구역의 환기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FLUENT와 같이 일반적인 
CFD 프로그램은 범용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툴이기 때문에 
그 사용상의 어려움과 복잡함으로 인해 비전문가가 환기의 
목적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에, Open 
Source 프로젝트로 개발된 OpenFOAM이라는 CF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공기 연령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환기전용의 CFD 툴을 개발하였다. Fig.6은 개발된 해석툴의 
GUI 화면을 보여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공기연령에 의한 오염공기의 분포 



형태뿐만 아니라, 용접 흄이 어떤 형태로 퍼져나가는지 등도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Fig.7은 개발된 해석툴을 
사용하여 실제 블록에 대한 환기 해석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이런 해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동일 모델을 사용하여 
상용의 CFD 해석 툴인 FLUENT를 사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Fig. 6 Developed CFD program for ventilation 
 

 
Fig. 7 Comparison of FLUENT and developed program 

 
 5. 결 론 

 
금융위기 이후 상선건조에서 해양 및 특수선으로 제작 

선종이 바뀜에 따라 선박의 제작과정에 있어서 환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당사에서 건조 중인 2척의 
특수선을 대상으로 환기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밀폐구역을 환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기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환기 
전용의 CFD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용의 CFD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여 동일 모델에 대한 해석시험을 실시한 
결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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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장 공기조화 설비의 최적제어 및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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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장공장 내의 온·습도 제어는 도장 작업성 뿐만 아니라 하기철 1차 표면처리 블록의 재발청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조선소들은 수분 응축에 의한 선체 블록 표면의 녹 발생을 방지하고 도장 작업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 대형
공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도장공장의 공조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장공장 내 작업가능
여부의 판단 지표인 상대습도 및 이슬점 등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장공장 내의 온·습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적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장공장 공조시스템용 통합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Keywords:Air conditioning(공기 조화), Temperature(온도), Humidity(습도), Monitoring(모니터링), Control(제어), Back rust(재 발청) 
 

1. 서 론 
 

철의 대기부식은 물과 산소의 존재 하에 전기화학적으로 
개시된다. 상대습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철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수막이 형성되고 이러한 수막은 전류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전해질의 역할을 하므로 특히 철 표면에 
형성된 수막은 부식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킨다(Lawrence et al., 
2008). 

상대습도와 이슬점은 도장 前 표면 처리된 블록의 부식속도 
제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들로, 상대습도와 부식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수의 연구결과와 규정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도장 규격에서는 블라스팅 표면처리 된 블록의 
도장 前 허용 가능시간을 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철 
표면 위의 수분 응축으로 인한 도막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 습도를 85% 이하, 철 표면의 온도를 이슬점 대비 
최소 3℃ 이상 높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NACE; NSRP, 
2000). 

이에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도장공장 내에 대형 
공조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선체 블록 표면에 수분 응축에 의한 
재 발청(Back rust)을 방지하고 도장 작업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조선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대형 도장공장의 경우, 온·습도 
상태 및 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 유지시킬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공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 습도 분위기인 
하기철에 표면처리 후 도장 대기 블록에서는 Fig. 1과 
같이 결로에 의한 재발청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파워 툴 또는 재 블라스팅 작업에 불필요한 추가 
공수의 투입과 공정지연을 유발하고 있다.  

  

  

Fig. 1 Appearance of back rust and sweat on the block 
 

대부분의 조선소들은 주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내륙보다 높으며 도장공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장 규모가 크다. 
- 필요 환기량이 많다 (작업 중 허용 유기용제 농도 기준). 
- 요구 제습량이 많다 (환기량, 공장 규모 大). 
- 습도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 비산 페인트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높다 (전 외기 방식). 
- 단열 작업이 곤란하다 (환기량, 규모). 
- 공장 별 공조 시스템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장공장 내의 온·습도 상태 및 

대기조건에 따라 공조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원격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도장공장 공조시스템용 
통합 시스템을 위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시스템의 개요  

 
온·습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은 도장공장 내의 

온·습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격지에서도 온·습도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공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도장공장은 약 260m(L) x 50m(W)의 면적으로 보일러, 냉동기, 
AHU(Air Handling Unit)로 구성된 공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온·습도 측정을 위해 도장공장 내 일정 간격으로 온·습도 센서를 
컬럼 부위에 5개, 실외에 1개를 설치하여 각 위치의 정보를 
SPU(Sensor Process Unit)에서 수집하고 공조 시스템의 
제어기인 PLC로 전송되도록 하였으며 이 모든 작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사무실에서 통합 제어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3.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의 설계 

 
3.1 시스템 동작 방법 

Fig. 2는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SPU(Signal Process Unit)는 SU(Sensor Unit)로부터 온·습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슬점 온도(Dew-point)를 산출한 후, 
RS422 통신을 통해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로 
전송하고 제어반 내의 공조기를 이용하여 도장공장 내의 
온·습도를 제어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동시에 로컬 제어반 내 
터치 스크린(Touch-Screen)과 도장공장에 설치된 현황 판에 
온·습도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서버(PC)는 로컬 컨트롤러(PLC)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통신과 그래픽 화면을 통해 
온·습도 및 이슬점 온도(Dew-point)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습도 제어 프로그램은 공조 시스템의 로컬 
제어반에 HMI(Human Machine Interface)와 DB를 기반으로 한 
WEB U/I(User Interface)와 상호 연동 및 통합하여 온·습도 및 
이슬점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어, 통신, 시스템 이상에 
대한 경보 기능 등을 구현하였다. 

 
Fig. 2 Data flow diagram of temperature and humidity  
 
3.2 SU(Sensor Unit) 

SU는 도장공장 내의 온·습도를 수집하는 장치로써 통신 및 
제어를 관장하는 회로와 센서의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서보 모터, 대류팬, 센서를 별도의 밀폐 공간에 
수납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케이스는 도장 분진에 의해 
제어부와 온·습도 센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기 
유입부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케이스 
내부의 모터와 팬을 제어하여 케이스 내부의 공기와 외부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에는 온·습도 센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간헐식 
공기 흡입구를 커버식으로 구성하여 4분마다 공기를 흡입한 후 
공기의 흐름이 멈춘 상태에서 온·습도를 측정하였다. 

 

 
Fig. 3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 

 
3.3 SPU(Signal Processing Unit)  

         SPU는 도장공장 내의 각 SU에서 수집된 온·습도 및 상태 
정보를 RS485 통신을 통하여 수집한 후 이슬점 온도를 



산출하는 기능을 하며 이들 데이터를 로컬 제어부 PLC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3.4 공조 시스템 제어 

공조 시스템의 제어기인 PLC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및 원격제어를 위해 네트워크(LAN)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서버(PC)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PLC의 정보를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장공장 내에 
설치된 온·습도의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도록 프로그램하였다.    

 
3.5 프로그램 구성 및 알고리즘  
3.5.1 터치 스크린 

터치 스크린은 도장공장의 공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작업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장치로 PLC에 인스톨된 
프로그램에 따라 장비의 동작 상태 정보를 운영자가 파악하고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터치 스크린의 구성은 장비의 
동작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화면과 공조 시스템의 운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제어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Fig. 4는 계절 별로 
장비의 운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세미 모드 운전 화면이며, 
Fig. 5는 공조 시스템의 히팅 모드를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어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Fig. 4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system 
 

공조 시스템의 제어는 안전 가동을 위해 장비 별 상호 인터록 
기능을 포함하고 상호 연동제어를 위한 각 모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화면 입력 내용으로는 운영자의 운전 편리성을 
위해 각 장비의 작업 조건을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히팅 모드 알고리즘은 Fig. 5와 같이 AHU(Air Heating 
Unit)의 온수 온도에 따라 AHU의 동작이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안전을 위해 보일러의 온수 온도의 설정값에 따라 보일러의 
온수 펌프 가동이 제어되도록 하였다.  
 

Fiq. 5 Algorithm for heating mode of air conditioning system 
 
3.5.2 제어 방법 

공조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제어에 사용되는 온·습도의 
기준값은 도장공장내의 여러 지점에서 측정된 데이터로 
처리하였으며 운영 중 SU가 고장이 날 경우 고장난 SU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균 산출하였다.  
 이슬점 온도의 계산은 식(1)~(4)와 같다(Baek & Yun, 2006). 
 
VP = 0.06 T³ + 0.517 T² + 52.44 T + 596                      (1) 
PP = VP x RH/100                                                (2) 
AH = 0.622 x PP/(101,325 - PP)                               (3) 
dw = 16.433 x LN(PP) - 107.3 (5∼35℃)                      (4) 
 

여기서 VP는 포화수증기압(pa), T는 대기온도(℃), RH는 
상대습도(%), AH는 절대습도(g/㎡), PP는 물의 분압(pa), dw는 
이슬점 온도(℃)를 의미한다. 

 
4. 결 과 

 
온·습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의 메인 화면은 Fig. 6과 

같이 도장공장의 각 센서 별 위치, 정상 상태 여부, 위치 별 
온·습도 측정값, 시간 별 온·습도 데이터, 네트워크 통신상태, 



사용자 정보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도장공장 내부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공조 시스템을 위한 최적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도장작업에 필요한 온·습도 조건을 
유지시켰다. 

  

 
Fig. 6 Main screen of temperature & humidity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Fig. 7 Various operating mode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system 

 
제어 모드 화면 구성은 Fiq. 7과 같이 장비 상태표시, AHU 

선택 기능, 펌프 선택 기능, 운전 설정 선택, 각종 정보 표시 
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터치 스크린과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하였으며 장비의 동작 상태 여부와 
장비에서 출력되는 온·습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운전 설정 모드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동파방지, 히팅운전, 냉방운전, 송풍운전이 있으며 
원격에서도 모드를 선택,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알고리즘을 공조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Fig. 
8과 같이 도장공장 내의 상대습도를 70% 이하, 실내온도와 
이슬점 온도와의 차이를 3℃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8 Measuring result of temperature and humidity in the paint 
shop 
 

5. 결 론 
 
블록 소지면의 녹(Rust) 발청 방지와 도장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행된 도장공장의 온·습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온·습도 정보와 개별 장비인 냉동기, 보일러의 상태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공조시스템용 통합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시켰다. 

2. 녹 발청 최소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용 히팅, 송풍, 냉방, 동파방지 모드의 최적 
제어 알고리즘을 정립하였다.  

3. 새롭게 개발된 도장공장 공조시스템용 통합 제어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해 도장공장의 실내 온도와 이슬점 
온도의 차이를 3℃ 이상, 실내 상대습도를 85% 이하로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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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explosion range avoid technical development for the 

ship´s vapor recover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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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study, Tankers arising from the cargo tank vapor recovery, a new concept of marine vapor recovery 
equipment in order to ensure the stability of marine fuel oil and the vapor recovery system that uses the explosive 
range for calculating the level of the tank fluid (water)estimate the range of the P / V valves of Open speed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fluid and vapor inhalation.

Keywords : Cargo Vapor(화물 유증기), Ship's Vapor Recovery Unit(선박용 유증기 회수설비), Volatile Organic Compound(휘발성 유기화합물)

1. 서 론
원유 또는 석유류 제품을 운송하는 탱커선의 화물탱크에서는 

화물의 적하 또는 운송 중에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하며, 화물탱
크에서 발생되는 유증기는 육상에 유증기 처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항구에 접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
다. 유증기에는 지구 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미쳐 유엔기후변화협
약(UNFCCC)에서 규제하고 있는 온실가스인 메탄(CH4) 가스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대기로 방출되어, 각종독성물질, 발
암물질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증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온난화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지구온난
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3~20에 이르는 것으
로 추정되는 것이어서, 지구온난화 예방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탱커선의 화물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탱커선의 화물탱
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회수하기
위해서는 화물탱크에서 방출되는 선박에서 유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선박용 유증기 회수설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증
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메탄(CH4) 가스는 인화점이 -18
8℃로 폭발의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회수설비에 대한 폭발범
위의 산정과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 유증기 회수설비의 로딩량 및 속도에 
따른 폭발범위 회피방법을 산정하기 위한 시험설비 구축 및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Table 1 Marine diesel engine exhaust material
LIoyd’s 자료 Marintek 자료

연료 1ton당 배출량(kg) 연간 전세계 배출량(mega-ton)
NOx 57~87 10.1~11.4
CO 7.4 0.7~1.1
HC 2.4 -
CO₂ 3170 436~438
SO₂ 20＊연료 황 함유량(%) 5.2~7.8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실험장치 및 방법
선박유증기의 대부분은 메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회수설

비는 항상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회수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증기 회수량 및 로딩속도에 따른 폭발범위를 
산정하여 회수량 및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탱크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흡입속도에 다른 P/V 밸브의 작동으로 인한 공기
의 유입으로 폭발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Fan의 흡입속도에 
따른 P/V 밸브의 작동 범위를 산정하여 공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시험설비를 구축하였으며, 1차년도에는 탱크내의 유체
를 물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2차∼3차 년도에는 휘발유 및 디젤
을 사용하여 같은 변수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Fig. 1 Avoidance technology explosion range of test 
equipment Lay out

Fig. 2 Avoidance technology explosion range of test 
equipment

선박유증기의 회수설비 폭발범위 회피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폭발범위 산정을 위한 시험설비를 구축하였다. 또한 탱크내의 유
체를 물을 사용하여 Fan의 흡입속도에 따른 P/V밸브의 작동 유
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 회수설비의 폭발범위 회피기술의 기초자
료를 파악하고 향후 유체를 휘발유 및 디젤로 변경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Fig. 3 Avoidance technology explosion range of test 
equipment Program

3. 실험 및 분석
VOC(휘발성유기화합)는 대부분 CH(메탄)로 이루어져있으며, 

CH은 산소와의 폭발범위가 5 %∼15 % 이며, 9.5 %에서 가장 
높은 폭발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FAN에서 Tank내에서 발생한 
VOC를 흡입하여 연료화 장치로 이송할 경우 Tank 내부의 압력
이 -0.4 bar 이하로 진공상태가 되면 P/V 밸브가 Open 되면서 
산소가 유입하게 되고, Tank 내부의 산소 및 메탄의 혼합비율이 
5 %∼15 % 에 이르게 되면 폭발범위의 위험한 상태가 된다. 
CH의 무게는 0℃ 1기압일 경우 16g으로 공기(약 28g)보다 가
벼운 성질 때문에 FAN을 가동시키지 않고 VOC의 자연적인 증발
에 의한 자연유입순환형으로 설계가 가능하지만, Tank의 체적을 
고려하면 자연유입순환형으로 VOC를 모두 유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FAN의 운전범위를 산출하는 것
이 대단히 중요 하다.

FAN의 운전범위는 Tank 내부의 압력을 P/V 밸브 제한압력
(-0.4 bar)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Tank 내부의 수위에 따
른 FAN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탱크의 레벨은 
250 mm∼1,250 mm(250 mm 상승), FAN의 회전속도는 1,000 
RPM∼2,000RPM(500RPM 상승), 수온은 10 ℃∼25 ℃(5 ℃ 상
승)의 변수로 P/V 밸브의 Open 범위를 산정 하였다.

Table 4 Explosive limits avoidance skills test study



Fig. 5 Explosive limits avoidance skills test study(1)

Fig. 6 Explosive limits avoidance skills test study(2)

4. 결 론
시험 결과 FAN 의 RPM 변화에 따라 P/V 밸브가 열리는 시기

는 빨라지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Tank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P/V
밸브의 Open 시간은 짧아지며, P/V 밸브의 Open 시간은 FAN의 
RPM보다 Tank의 수위가 보다 많은 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Loading Tank의 폭발범위 회피를 위해서는 
FAN의 속도보다는 Tank의 수위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Loading Pump의 유속을 제어하여 Tank내의 압력을 P/V 밸브 
제한압력 이하로 유지하면서 폭발범위를 회피하는 운전조건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1년 국토해양부의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선박 유증기 회수설비
(SVRU) 개발 및 회수제품 연료화 사업)

참 고 문 헌
(1) MARPOL Annex VI, Reg.15, "Volatile Organic Compounds 

Emissions from Cargo Oil Tanks of Oil Tanker", IMO, 2005
(2) MEPC 53/4/12, “New Solutions for Effective Reduction of 

VOC Emissions from Tankers . implications for regulation 
15 to MARPOL Annex VI”, IMO(Norway), 2005

(3) KR Technical Information, "Vapour Emission Control 
System", 2004006/IMO, KOREA REGISTER OF SHIPPING, 
2004

(4) KR Technical Information, “VOC Management Plan, 
2010004/IMO”, KOREA REGISTER OF SHIPPING, 2010

(5) KR Technical Information, “VOC Management Plan”, 
2010006/IMO, KOREA REGISTER OF SHIPPING, 2010



선박 적용을 위한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최적화 연구 
차원심*, 이성준, 김연태, 변윤철 (대우조선해양) 

 
A study on the waste heat recovery system  

efficiency improvement for marine application  
Won Sim Cha*, Sung Jun Lee, Yeon Tae Kim, Yoon Chul Byu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기랭킨사이클(ORC)을 이용한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320k급 대형원유운반선(VLCC)을 대상으로 R-245fa를 작동유체로 하는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선박용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엔진의 배기가스(exhaust gas)와 소기(scavenge air)를 열원으로 하는 유기랭킨사이클(ORC)를 사용한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ORC 시스템에 재생기를 추가하거나, 냉각수 온도를 변화하며 엔진 출력 90%와
55%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조건에 따른 발전 출력을 평가하였다. 

선박에 유기랭킨사이클(ORC)을 이용한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적용 만으로 엔진의 상용출력(NCR)에서 엔진 출력
대비 4%의 출력 향상을 얻어냈으며, 현실 가능한 친환경 선박 기술로의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Keywords: Waste Heat Recovery System(WHRS, 폐열회수 시스템), Organic Rankine Cycle(ORC, 유기 랭킨 사이클),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 Green ship technology(친환경 선박기술),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EEDI, 에너지효율설계지수), R-245fa 
 

1. 서 론 
 

최근에 세계 선박 시장의 개발 방향은 지구 온난화의 급
격한 진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연비절감이 가장 중요한 이
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IMO에서는 2005년 에너지효율 
운전지표(EEOI)와 2008년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EEDI)를 
차례로 제안하였으며(IMO,2011) EEDI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선박은 운항 또는 인도가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는 운
항비 절감과 환경영향 감소 문제를 넘어서 사업의 지속을 위
한 조선업계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LR,201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선박의 선형, 
추진계통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선박의 주 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폐열을 이용한 폐열회수시스템(WHRS)은 보조 
추진동력원으로 활용되어 연료 소비율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을 받아왔다.(EMEC, 2010, 
MAN, 2005) 그러나 연료 소모량 절감을 위한 선주들의 
저속 운항(slow steaming)과 엔진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엔진업체의 노력으로 선박 주기관의 배출 가스 온도가 
250℃ 이하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고온의 열원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스팀 기반의 폐열회수시스템(WHRS)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Shin, Y. M.& Cho, K. H., 2012) 
따라서 기존 시스템보다 낮은 온도 범위에서도 폐열 회수가 
가능한  유기랭킨사이클(ORC)을 사용한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저자는 지난 
학술대회지에 개제한 “선박용 폐열회수 최적화 방안 연구” 
논문에서 유기랭킨사이클(ORC)을 사용한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을 선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지난 논문에서는 320k급 
대형원유운반선(VLCC)을 대상으로 R-245fa를 작동유체로 
하여, 엔진의 배기가스(exhaust gas)와 소기(scavenge air)를 
열원으로 열을 회수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여러 구체적인 방법을 달리하면서 엔진 출력 
90%와 55%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각의 조건에 
따른 발전 출력을 평가하였다.(Lee, S. J. et al., 2012)   

본 논문에서는 지난 연구를 통해 구성한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더욱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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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기를 추가하거나, 냉각수 온도를 변화하며 엔진 출력 
90%와 55%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조건에 따른 발전 출력을 평가하였다. 

 
2.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 설계 

 
2.1 폐열의 종류 및 열량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적용 대상으로 지난 논문과 

같은 320k급 VLCC 선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선정한 
VLCC의 주기관(main engine)의 사양은 Fig.1과 같다. 엔진
의 배기가스와 소기의 엔진출력에 따른 온도와 유량 분포를 
Table1과 Table2에 나타내었다.  

 Fig.1 320,000 DWT VLCC 
 
이때, 배기가스의 온도는 과급기(T/C, turbo charger) 

bypass를 적용하여 운전할 때의 온도를 나타내며 약 300℃ 
근처에서 변화한다. 과급기 bypass란 Fig.2와 같이 폐열 
회수 시스템(WHRS)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메인 엔진의 
배기가스 일부를 과급기 전단에서 우회시켜(by-pass) 
이코노마이저(economizer) 입구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Fig.2 Exhaust gas by-pass (ex; NCR 90%) 
 

Table 1 Exhaust gas temperature and mass flow 
Power 

%CMCR 
Power 
[kW] 

Temp. before EGE 
[℃] 

Mass flow
[kg/h] 

100 27,390 312.8 202,138 
90 24,651 295.2 184,636 
80 21,912 287.8 170,475 
55 15,065 292.6 122,177 

Table 2 Scavenge air temperature and mass flow 
Power 

%CMCR
Power 
[kW] 

Temp. after SAC 
[℃] 

Mass flow
[kg/h] 

100 27,390 217.7 200,511 
90 24,651 199.7 183,342 
80 21,912 185.1 169,336 
55 15,065 139.1 121,531 

 
2.2 ORC 사이클 설계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ORC 사이클

은 Fig.3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랭킨 사이클로 구성
하였다.  

사이클 효율은 작동 유체가 열교환기에서 얻은 열량에 대
한 작동 유체가 외부로 한 일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작
동 유체가 외부로 한 일은 팽창기 일에서 펌프 일을 뺀 것으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승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미약하
므로 무시할 만하다. 따라서 사이클 효율은 식 (1)로부터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3 Schematic of a Rankin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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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R-245fa를 작동유체로 하여, 엔진의 배
기가스와 소기를 회수 하는 방식을 직렬로 하는 중·저온 폐



열 회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대상 
선박에 적용되어있는 EGE(Exhaust Gas Economizer) 시
스템을 유지한 채,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을 추가로 
구성한 형태로, 기존 EGE 시스템에서 선박에서 필요한 
service steam을 만들고도 남은 폐열을 중·저온 폐열 회
수 시스템에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중·저온 폐열 회수 시
스템의 대상이 되는 열원은 엔진의 배기가스와 소기 두 가
지이며, 엔진출력에 상관 없이 배기가스의 온도가 소기의 온
도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은 소
기냉각기에서 먼저 열교환을 하여 열매체(water)를 예열한 
후 이코노마이저에서 더욱 가열하도록 구성하였다.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하였을 때의 안정성을 고
려하여 폐열 전달 매개체로 비용적이 적은 steam 대신 hot 
water를 사용하였다. 저온부식을 고려하여, 배기가스가 중·
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에 폐열을 전달한 후의 온도가 
160℃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시스템의 터빈과 펌프의 효율
은 80%로 가정하였으며,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cooling water 온도는 36℃로 가정하였다. 모델링의 모든 열
교환기의 minimum approach temperature는 5℃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Fig.4는 직렬회수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자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4장에 나타나 있다. 

Fig.5는 직렬회수 시스템의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온도-엔트로피 선도와 증발기 온도-열전달 선도를 
보여준다.  

 
Fig.4 Waste heat transfer and recovery system  

 
Fig.5 T-s diagram of ORC cycle(left) and T-Q diagram of 

ORC vaporizer(right) of serial system 

(이상적으로는 터빈, 펌프의 일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나, 
실제 효율이 고려되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 

 
3. 시스템의 효율 향상 방안  

 
본 논문에서는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재생기를 장착하는 방법과 냉각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았다.  

 
3.1 재생기(regenerator) 설치 

 
Fig5의 온도-엔트로피 선도를 확인하면, 터빈 후단의 과

열증기 상태의 R-245fa가 펌프 후단의 과냉(sub-cooled)액
체 상태의 그것보다 높은 온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 경우 ORC 사이클 내에 재생기(regenerator)를 설치
하면 이 두 라인 사이의 열교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ORC 
사이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Lee, S. J. et al., 2012) 

기존 직렬 시스템에 재생기를 추가하여 Fig.6과 같이 구
성하여 출력을 비교하였다. 자세한 비교 결과는 4장에 나타
나있다. 

 

 
Fig.6 Waste heat transfer and recovery system with 

regeneration cycle 
 

3.2 저온 냉각수 사용 
 
2.2 ORC 시스템 설계의 식 (2-3)과 Fig.7에 나타낸 바를 

종합해보면, 사이클 효율은 고온 측 온도를 높일수록 향상되
고, 저온 측 온도를 낮출수록 높아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같
은 조건에서는 고온 측 과열 상태의 최고 온도(T3)가 높을수
록 사이클 효율이 높아지는데, 냉매의 경우 최고온도가 임계 
온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상승하면 오히려 효율이 낮아질 수
도 있다. 

 



 
Fig.7 Diagram of a Rankine Cycle (L:liquid, V:vapor) 

 
본 논문에서는  저온 측의 온도, 즉 냉각수 온도를 낮추는 

방안은 모색하였다. Fig.8과 같이 냉각수 온도를 낮춤으로 인
하여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응축(condensing) 온도
를 낮출 수 있어 저압에서 응축이 가능해 짐으로써 터빈 
팽창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ig.8 T-s diagram of recovery system with cooling 

temperature(25℃) 
 
본 논문에서는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냉각수 

온도를 선행 연구의 36℃보다 더 낮은 25℃의 냉각수를 
사용해 보았다. 

 
재생기를 추가했을 때와 냉각수의 온도를 낮췄을 때의 

출력을 비교한 결과는 4장에 나타나 있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검토 
 

4.1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앞서 구성한 시스템에 대해 상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아래의 Table 3, Table 4는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 엔진출력 90%, 55%에서의 열-물질 

평형상태(heat & material balance)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열매체 유량, 열교환기의 열부하량, 시스템의 
출력 등을 보여준다. 

 

 
Fig. 9 Schematic diagram of recovery system 

 
Table 3 Performance of serial system at 90% engine load 

1 Mass flow through heat cycle 110,500 kg/h 
2 Heat duty of scavenge air cooler 4,070 kW 
3 Heat duty of EG economizer 6,090 kW 
4 Heat duty of ORC vaporizer 10,180 kW 
5 Output electric power of turbine 

(96% gen eff. is considered) 1,116 kWe 

 Net electric power of system 
@ 90% MCR (NCR) 1,004 kWe 

 
Table 4 Performance of serial system at 55% engine load 

1 Mass flow through heat cycle 53,000 kg/h 
2 Heat duty of scavenge air cooler 1,035 kW 
3 Heat duty of EG economizer 3,540 kW 
4 Heat duty of ORC vaporizer 4,580 kW 
5 Output electric power of turbine 

(96% gen eff. is considered) 502 kWe 

 Net electric power of system 
@ 55% MCR 451 kWe 

 
위의 결과를 통해 엔진출력 90%와 55%에서 각각 약 

1MW와 450kW의 순 발전 출력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 발전 출력(net electric power)은 ORC 터빈 발전기의 발전 
출력(발전기 효율 96% 고려)에서, ORC 펌프와 열전달 
사이클의 펌프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차감한 것이며, 
따라서 전체 폐열회수시스템을 통해 얻어지는 최종적인 
유용한 에너지 출력이라고 할 수 있다. 
 



4.2 효율 향상 방안 적용  
 

4.2.1 재생기  
 
이어서 Table 5와 Table 6은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재생기를 
추가하였을 때의 열-물질 평형상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Fig.10 Schematic diagram of recovery system with 

regenerator 
 
Table 5 Performance of system system with regenerator at 

90% engine load 
1 Mass flow through heat cycle 110,500 kg/h 
2 Heat duty of scavenge air cooler 4,072 kW 
3 Heat duty of EG economizer 6,090 kW 
4 Heat duty of ORC vaporizer 10,200 kW 
5 Output electric power of turbine 

(96% gen eff. is considered) 1199 kWe 

 Net electric power of system 
@ 90% MCR (NCR) 1,035 kWe 

Table 6 Performance of system with regenerator at 55% 
engine load 

1 Mass flow through heat cycle 53,000 kg/h 
2 Heat duty of scavenge air cooler 1,030 kW 
3 Heat duty of EG economizer 3,540 kW 
4 Heat duty of ORC vaporizer 4,580 kW 
5 Output electric power of turbine 

(96% gen eff. is considered) 511 kWe 

 Net electric power of system 
@ 55% MCR 457 kWe 

위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재생기를 추가하였을 
때, 엔진출력 90%와 55%에서 각각 약 1,035kW와 

457kW의 순 발전 출력을 얻을 수 있다.  
 

4.2.2 냉각수 온도 변화  
 
이어서 Table 7와 Table 8은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냉각수 온도를 
25℃로 낮췄을 때의 열-물질 평형상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Fig.11 Schematic diagram of recovery system with cooling 

T=25℃ 

 
Table 7 Performance of system at 90% engine load 

1 Mass flow through heat cycle 110,500 kg/h 
2 Heat duty of scavenge air cooler 4,072 kW 
3 Heat duty of EG economizer 6,090 kW 
4 Heat duty of ORC vaporizer 10,200 kW 
5 Output electric power of turbine 

(96% gen eff. is considered) 1,230 kWe 

 Net electric power of system 
@ 90% MCR (NCR) 1,092 kWe 

Table 8 Performance of system at 55% engine load 
1 Mass flow through heat cycle 53,000 kg/h 
2 Heat duty of scavenge air cooler 1,030 kW 
3 Heat duty of EG economizer 3,540 kW 
4 Heat duty of ORC vaporizer 4,580 kW 
5 Output electric power of turbine 

(96% gen eff. is considered) 555.9 kWe 

 Net electric power of system 
@ 55% MCR 490 kWe 

위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냉각수의 온도를 
25℃로 낮췄을 때 엔진출력 90%와 55%에서 각각 약 
1,092kW와 490kW의 순 발전 출력을 얻을 수 있다.  



4.2.3 재생기& 냉각수  
 

이어서 Table 11와 Table 12는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재생기를 추가하고 
동시에 냉각수 온도를 25℃로 낮췄을 때의 열-물질 
평형상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Fig.12 Schematic diagram of recovery system with 

regenerator 
 

Table 9 Performance of system at 90% engine load 
1 Mass flow through heat cycle 110,000 kg/h 
2 Heat duty of scavenge air cooler 4,072 kW 
3 Heat duty of EG economizer 6,090 kW 
4 Heat duty of ORC vaporizer 10,200 kW 
5 Output electric power of turbine 

(96% gen eff. is considered) 1,368 kWe 

 Net electric power of system 
@ 90% MCR (NCR) 1,251 kWe 

 
Table 10 Performance of system at 55% engine load 

1 Mass flow through heat cycle 53,000 kg/h 
2 Heat duty of scavenge air cooler 1,030 kW 
3 Heat duty of EG economizer 35,40 kW 
4 Heat duty of ORC vaporizer 4,582 kW 
5 Output electric power of turbine 

(96% gen eff. is considered) 626 kWe 

 Net electric power of system 
@ 55% MCR 573 kWe 

 
위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재생기를 추가하고, 
냉각수의 온도를 25℃로 낮췄을 때 엔진출력 90%와 
55%에서 각각 약 1,251kW와 573kW의 순 발전 출력을 
얻을 수 있다.  

4.3 결과 비교 및 고찰 
 

지금까지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에 대한 열-물질 
평형상태(heat & material balance)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기 
90%, 55% 엔진출력 하에서의 시스템의 발전 출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1, Table 12와 같다. 

 
Table 11 Performance summary of ORC waste heat 

recovery system @ 55% MCR 
 

Net electric power 
of system 

Net electric power 
per M/E power 

Recovery system 451 kW 2.9% 
Recovery system 
with regenerator 457 kW 3.0% 
Recovery system 

with cooling T=25℃ 490 kW 3.3% 
Recovery system 
with regenerator & 
cooling T=25℃ 

573 kW 3.8% 

 
Table 12 Performance summary of ORC waste heat 

recovery system @ 90% MCR 
 

Net electric power 
of system 

Net electric power 
per M/E power 

Recovery system 1004 kW 4.1% 
Recovery system 
with regenerator 1035 kW 4.2% 
Recovery system 

with cooling T=25℃ 1092kW 4.4% 
Recovery system 
with regenerator & 
cooling T=25℃ 

1251 kW 5.1%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재생기를 설치하고, 냉각수 온도를 낮춰보았다.  
재생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냉매(R-245fa) 유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어 기존 시스템 대비 엔진출력 55%에서는 1.3%, 
엔진출력 90%에서는 3% 정도의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엔진출력 55%일 때와 90%일때의 시스템에서 
흐르는 냉매(R-245fa) 유량 증가 폭을 살펴보면 각각 
7%와 5%이다. 특히 엔진 출력이 저속(엔진출력 55%)일 
때, 출력 증가보다 냉각수 증가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재생기의 추가로 인한 출력향상과 유량 증가로 인한 
시스템 전체 sizing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냉각수 온도를 36℃에서 
25℃로 낮췄을 때,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터빈 



팽창비를 5.7(20bar/3.5bar)에서 8(20bar/2.5bar)로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효율도 기존 시스템 대비 5%이상의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재생기를 추가하여 얻은 효율 향상보다 냉각수의 
온도를 낮췄을 때의 효과가 더 컸으며, 이는 재생기 
설치로 인한 냉매의 유량 향상보다, 팽창비를 올리는 
효과가 더 많은 출력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에 재생기와 냉각수 효과를 
둘 다 적용 하였을 때에는 엔진출력 55%에서 573kW, 
엔진출력 90%에서 1,251kW의 출력을 얻을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 대비 15% 이상의 출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Net electric power per M/E power는 선박의 엔진 출력 
대비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순 발전 출력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엔진출력의 약 3 ~ 5.1% 정도의 폐열발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스팀터빈을 이용한 폐열회수시스템(WHRS) 
보다는 다소 작은 값이지만, 여전히 친환경 선박기술로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유기랭킨사이클(ORC)을 이용한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을 320k급 대형원유운반선(VLCC)에 
적용하고 효율 향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엔진 배기가스와 
소기를 열원으로 하여 열을 회수하는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에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재생기를 
추가하거나 냉각수 온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엔진 출력 90%와 55%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각의 조건에 따른 발전 출력을 
평가하였다. 

단일방법 적용에서는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냉각수 온도를 낮춰 팽창비를 높였을 경우에 효율 향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두 방법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에는 
즉 재생기를 추가하고 냉각수 온도를 25℃로 낮추었을 
때 엔진의 저출력 모드(55%)에서도 500kW 이상의 
출력을 보여주었다.  

320k급 VLCC에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의 
적용만으로 엔진의 상용출력(NCR)에서 엔진 출력 대비 
4%에 해당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재생기를 추가하고 
냉각수 온도를 낮추게 되면 엔진 출력 대비 5%에 달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현실적인” 친환경 
선박 기술들이 그 각각의 기술적용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개선이 1~2% 정도에 그친다는 것에 반해 단일 
시스템으로서는 매우 큰 개선에 해당한다. 

특히, LNG선이나 LNG 추진상선의 경우, LNG의 
냉열을 이용하여 냉각수의 온도를 더 낮출 수 있으므로, 
중·저온 폐열 회수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출력을 더욱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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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 해군은 1950년 6.25 쟁 이후 계속 으로 이북과 치하면서 빈번한 해 을 격

어 왔다. 특히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해역에서 아군 참수리호와 북한 함정간에 교전으로 

인한 파공으로 함체 침몰(파공개소 258개 및 포탄크기 17.5mm, 37.5mm, 85mm)되어 재산상

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 되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은 함정의 선체 또는 선저에 

함체 스트레스, 좌초 등의 원인으로 크고 작은 파손(파공 및 균열)이 발생되어 훈련과 작전 그

리고 전투력 향상에 막대함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일반 선박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선체 

파공, 파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되었으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봉쇄기

술이나 장치를 사용하여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해군과 일반 상선에서의 선체 파손의 경

우 파공으로부터 봉쇄 또는 방수를 하지 못하여 함체의 침몰 또는 대량의 유류오염 등으로 인

하여 인명의 손실, 국격의 저하, 경제적인 손실, 해양환경의 피손 등의 막대한 국가손실을 초래

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연질스프링강판과 영구자석을 이용한 함정

의 침몰방지, 방수기술 및 장비 개발하여 국내와 국제적으로 공급하여 인명, 재산 및 해양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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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ptimal arrangement of Pre-erection Blocks 

Kim Sung Chan, Ryu Cheolho(Inha Technical College), 
Kim Young Ho, Han Chang Bong, Kim Dong keun, Yeon Hong Sun(DSME) 

 
 

요 약 
 

선박의 건조 시 수많은 P.E 블록이 산재해 있고 그 블록들은 각종 반목 또는 support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지지 반목의
개수 및 위치는 통상 많은 경험을 토대로 판단되고 배치된다. 다양한 중량 및 형태의 지지 반목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평가를 위한 반력 평가 반목 배치 최적화 프로그램의 개발하였으며, 이들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CAD 시스템으로부터 설계
DB를 활용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시스템을 활용하여 1차원 보와 2차원
grillage 그리고 PE 블록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Keywords: PE block(Pre-erection 블록), Support arrangement(반목배치), Optimization(최적화), GA(유전적 알고리즘), Grillage(격자구조) 
 

1. 서 론 
 
선박의 건조 시 야드에는 수많은 P.E 블록이 산재해 있고 

그 블록들은 각종 반목 또는 support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 
지지 반목의 개수 및 위치는 통상 많은 경험을 토대로 
판단되고 배치된다. 블록의 중량 및 형태가 다양하고 지지 
반목의 형태 또한 적용조건에 따라 달리 배치될 뿐 아니라 
다양한 선종의 수주에 따른 미경험의 블록이 증가하여 
합리적인 반목배치를 위한 평가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공법의 개발에 따른 블록 형태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반목 및 support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하여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다 강화된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모든 블록의 반목배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반목 및 support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하여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신속하게 반목에 작용하는 반력을 평가하고 
현장에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통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한 반력 계산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블록에 대한 반복의 합리적인 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반목 배치 최적화 프로그램의 
개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CAD 

시스템으로부터 설계 DB를 활용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상세내용은 Fig.1과 같으며 세부 수행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E 반목에서의 안전성 평가 시스템  
 TRIBON DB를 사용한 기하학적 모델 생성 
 중량 분포 계산 
 3-D grillage 해석 프로그램 
 반력 및 처짐량의 가시화 프로그램 
 PE 반목 최적배치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각 종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FORTRAN으로 개발하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CAD 데이터와의 호환을 위한 시스템은 C#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Kim et al 2013). 각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별도 
운용 가능하나 통합시스템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구조해석 모델은 CAD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주부재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수행하기 편리하게 
구성하였으며 중량 데이터를 가공하여 구조해석 하중으로 
변환하는 과정도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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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1 개발 프로그램의 순서도 

 
2. PE 블록 중량 계산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PE 블록의 경우 반목에 작용하는 

하중은 블록의 자중과 풍압 등이고, 가장 중요한 하중은 
자중이다. PE 블록의 자중은 구조설계가 완료되면 CAD 
시스템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CAD 
DB로부터는 직접 구할 수 없고 별도의 과정을 거쳐 구할 수 
있으며 PE 블록 반목의 안전성 평가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PE 블록의 
중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CAD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구조해석용 FE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및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구하는 법 등으로 대별된다. CAD 데이터와 
FE 모델에 의해 중량분포를 구하는 법은 직접 구하는 
법이기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부재의 크기와 
요소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분포 크기에 따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중량과 무게중심 만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량분포를 
구하는 것으로 PE 블록 모델의 2차원 배치 위치를 격자로 
나타내었을 때 격자의 절점에서의 집중질량을 설계변수로 
표현하여 총중량을 만족하면서 무게중심의 위치와 계산을 
통해 구한 무게중심 위치의 차를 목적함수로 표현하여 
구하였다. 최적화 기법으로는 직접탐색법인 Hook & Jeeves 
기법을 이용하였다 (Hooke & Jeeves 1961, Gottfried & 
Weisman 1973). 최적화 기법을 통하여 구한 중량분포의 
예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중량분포는 컨테이너선의 PE 
블록의 하나로서 세 개의 대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E 
블록의 중량분포는 대블록의 중량분포를 최적화 기법으로 
각각 구하여 더하여 구하였다. 최적화 기법으로 구한 
중량분포를 CAD 데이터 및 FE 모델에 의해 구한 것과 

비교하였으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Fig.2 컨테이너선의 중앙부에서의 중량 분포 계산 예 

 
3. 3차원 grillage 구조해석 

 
PE 블록 반목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3차원 FE 

해석이 가장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PE 
블록에 대한 FE 구조해석은 현실상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생산 공정에서 구조해석 비전문가가 손쉽게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여 3차원 Grillage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택된 PE 
블록의 모델 형상은 Fig. 3과 같고, 반목의 위치는 Fig. 4와 
같으며, grillage model은 Fig. 5와 같다. 각 반목에서의 
반력은 Table 1과 같다. A frame에서 반목의 반력이 3-D FE 
해석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D FE 
모델의 단부 형상에서 오는 차이라고 여겨지며 전체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Reaction Force 비교(PE block) 

 1 2 3 4 
A SGA 136.00 14.40 27.30 64.90 

FE 99.57 2.76 7.22 46.21 
B SGA 64.20    

FE 52.39    
C SGA 28.00 30.90 65.70  

FE 38.22 22.16 60.44  
D SGA 156.00 24.80 39.60 69.90 

FE 161.11 32.59 37.32 70.43 
E SGA 49.90 31.10 80.20  

FE 78.56 50.02 86.83  
F SGA 101.00    

FE 105.29    
G SGA 201.00 65.50 49.30 103.00 



FE 206.22 73.18 63.02 103.22 
 

 
Fig. 3 F. E. Model of PE block 

 

 
Fig. 4 Support position of PE block 

 

 
Fig. 5 Grillage model of PE block 

 
4. 반목 최적 배치 

 
반목 배치 최적화는 유전적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Mitchell 1998). 유전적 
알고리즘에 사용한 염색체는 고려할 수 있는 반목위치에서 
반목의 설치유무를 표현하였다. 즉 0인 경우 반목이 
설치되지 않는 상태이며, 1이면 반목이 배치되는 상태인데, 
10개 반목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 유전자의 염색체는 
1101100001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PE 블록의 

구조해석 모델에서 강체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조건을 부여하고, 예상 반목 설치 위치에 대해 염색체를 
구성하였다. 

Fitness 함수는 GA에서 유전자의 적응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반목 위치에서의 반력을 3차원 
grillage 해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반목 물성치와 안전율 등을 고려하여 목표 반력값을 
설정한다. 목표 반력값과 각 반목위치에서의 반력값 차이의 
합의 역수를 fitness로 정의하였다. 즉 fitness function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RT는 목표 반력값이며, R은 반복위치에서의 

반력값이다. 반력은 압축하중만 작용해야 하며 목표 
반력값보다 큰 경우는 penalty 를 부여하여 fitness 가 매우 
낮도록 조정하였다. 

유전 연산자는 교배와 돌연변이를 사용하였고, 
비례선택법을 적용하였다.  

 

  
Fig. 6 반목 배치 최적화 프로그램 흐름도 

 
반목 배치 최적화 프로그램은 GA를 사용하여 Fig. 6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반목위치에 단순지지 
고정조건을 부여하여 보 전용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전 유전자 조합의 염색체에 
적용하여 그 중 가장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강체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정조건을 



부여한 구조해석 모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사용자가 반목을 배치할 예상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염색체의 구성요소로 채택하며, 미리 고정조건으로 
배치된 점을 제외한 모든 점을 선택해도 무방하나 
실행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하는 것이 시간상 수렴하는 것에 
유리하다. 

 유전적 알고리즘에서 세대 수 및 개체 수가 클수록 
다양한 염색체를 통하여 최적해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제해결에 필요한 시간 및 용량 등의 
문제로 가장 적절한 세대 수와 개체 수를 결정해야 
한다. 

 목표 반력값을 설정하는 수준에 따라 반목 배치 
상황이 달라지며, 배치는 비용과 안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며, 조선소의 
반목 형태와 사용조건 등에 따라 안전율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최적 배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반목 위치는 
반력만을 고려해서 구한 위치이기 때문에 운용상 
건조상 고려해야 할 문제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구한 위치를 기본으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변경 및 추가한 후 반목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면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4.1 1차원 문제에의 적용 
반목 배치 최적화 프로그램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1차원 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1차원 보는 양단 고정에서 21개 절점에 집중하중 50 kN이 
작용하고 총 하중이 1,050 kN이다. 반목 배치 가능한 
위치를 모든 절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유전자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총 세대 수를 20 세대로 택하였고, 
개체수는 200을 택하였다. 교배확률은 0.5이고, 돌연변이 
확률은 0.033을 택하였다. 적응함수에 사용되는 목표 
반력을 200, 300, 400, 500, 600 kN 으로 택하여 목표 
기대치의 변화에 따른 반목 배치 특성을 파악하였다. 

 절점번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유전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Target reaction force:  
200, 300, 400, 500, 600 kN 

 

 
Fig. 7 1차원 보의 예 

 
Fig. 8~9에서 각 목표 반력에 대하여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적응함수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반력이 500 
kN 이하에서는 세대 수 10 정도에서 수렴하고 있고, 목표 
반력이 600 kN에서는 16 세대 정도에서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10~11에서 세대별 지지점의 개수를 
나타내었고, 목표 반력값이 증가할수록 반목 개수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각 목표 반력값에 대한 반목 개수는 
역학적 고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목표 반력값이 600kN 인 경우 총 하중이 
1,050kN 이므로 두 점에서의 지지점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Table 4.5에서 지지점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Fig. 8 세대별 fitness 변화 (RT=200) 
 

 

Fig. 9 세대별 fitness 변화 (RT=600) 
 

 



Fig. 10 세대별 지지점 개수의 변화 (RT=200) 

 

Fig. 11 세대별 지지점 개수의 변화 (RT=600) 
 

Table 2  1차원 보에서 최적 지지점 위치 

RT 
절점 번호 

1 4 8 11 15 18 21 
200 1 1 1 1 1 1 1 
600 1      1 

 
4.2 2차원 grillage 문제에의 적용 
반목 배치 최적화 프로그램의 적용 예로서는 3차원 입체 

grillage 문제를 택하였다. 총 하중 3600 kN이 분포하는 
grillage 구조에서 반목의 최적 위치를 탐색하여 보았다. 
최적화 문제에서 강체운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계조건으로 Fig. 12에서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한 
지점에 반목을 사전에 배치하였다. 목표 반력값을 500, 600, 
700, 800, 900, 1000 kN 으로 각각 설정하여 그 때의 
반목위치 등을 검토하였다. 최적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대 
수 변화에 대한 fitness 의 변화를 목표 반력값이 800kN 인 
경우에 대하여 Fig. 13에서 보여주고 있다. 쉽게 최적해에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대하여 세대 수가 
10세대 이전에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목 
위치에서의 반력이 목표 반력값에 근접할수록 최적위치를 
선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rillage 구조상 반목을 
배치하는 예상 위치를 상호 수직한 부재가 교차하는 
지역에서 지정하였기 때문에 한정된 위치에서의 반력은 
전부 목표 반력값에 근접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근접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 목표 
반력값의 경우에 대해서 좋은 반력을 구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14에서 목표 반력값에 대한 설치 반목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반력값이 500kN 일 때는 16개의 
반목이 설치되어야 하며 목표 빈력값이 커질수록 설치되는 
반목의 개수가 줄어들어, 목표 반력값이 1,000 kN인 경우 
4개의 반목이 설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최적 반목 
위치에 대한 결과를 Table 3에서 나타내었다. 

 
Fig. 12 반목 최적화 적용 예 

 

 
Fig. 13 세대수에 대한 fitness 변화(목표 반력값이 800 

kN인 경우 
 

 
Fig. 14 목표 반력값에 대한 설치 반목 개수 

 

 
Fig. 15 반목 배치 예상위치의 절점 번호 



 
Table 3 최적 반목위치의 결과 

 

 

 
Fig. 16 PE 20D블록에서의 GA 최적화 모델 

 

 
Fig. 17 기존 적용선에서의 반목 위치 

 
4.3 PE 블록에서 반목에의 적용 
GA에 의한 반목배치 최적화 기법을 PE 블록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대상은 제3장의 
grillage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택하였고, 구조해석 시 
강체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 군데의 반목위치에서 세 
방향의 변위를 구속하였으며, 예상위치를 유전자로 정의하여 
수행하였다. Fig. 16에서 PE 블록의 grillage 모델에서의 예상 
반목위치 및 강체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절점을 보여주고 
있다. 절점 표시 1은 강체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부여한 

절점위치를 나타내고, 절점표시3은 지지 반목의 예상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Fig.17에서 기존 선박에 적용된 반목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18~19에서 PE 블록에서 목표 
반력값에 따른 최적화 과정을 통해 얻은 반목 위치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절점표시 1은 강제운동 방지를 
위한 기본 반목이고 절점표시 2는 최적화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Fig. 18 PE 20D블록에서의 반목배치 결과 (RT=100톤) 

 

 
Fig. 19 PE 20D블록에서의 반목배치 결과 (RT=200톤) 

 

 
Fig. 20 목표 반력값에 따른 반목개수 변화 (PE 20D 

블록) 
 
본 GA를 통한 최적화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기에 예제 계산을 수행하는 동안 충분한 
계산을 수행하지 못하고 20세대 정도에서 계산을 멈출 수 
밖에 없었으며, 개체수는 50개 정도로 국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충분히 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을 갖고 있으며 반목 배치시 참조하여 유연성 
있게 조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정도가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각 PE 블록에서 목표 반력값에 따른 반목 개수의 변화를 Fig. 
20에서 나타내었다. 목표 반력값이 커질수록 반목 개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PE 블록의 반목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목 강도 평가 시스템 구축 
 PE 블록의 중량분포 계산 프로그램 
 3-D 보 요소 전용 해석 프로그램 
 유전적 알고리즘을 사용한 반목배치 최적화 프로그램 

 
컨테이너선의 PE 블록에서의 반목 강도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정도를 가지면서 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종에 대해서는 parametric study를 통해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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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강판 Nesting Algorithm의 적합도 함수에 관한 연구
이혜빈, 유원선 (제주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A Study on the Fitness Function of Plate Nesting Algorithm in the 
Field of Shipbuilding

Hyebin Lee, Wonsun Ruy 
(Dept. of Ocean System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조선, 자동차, 항공 및 의류산업 분야에서는 원자재에서 부재를 취재하여 조립하는 생산과정을 거친다. 최근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으
로 인해 원자재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Steel Cutting 공정 시간의 단축을 위한 네스팅 알고리즘(Nesting Algorithm)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해당 연구는 크게 격자 표현법(Pixel representation/Grid algorithm)과 
No-Fit-Polygon(NFP)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 표현법을 이용하여 적합도 함수에 대한 다양한 수치실험을 실시하고, 이
를 통해 부재의 효율적인 배치 및 계산 비용 절감에 가장 적합한 함수, 특히 조선 산업용 강판 부재 타입의 배치에 적용하기에 가장 효
율적인 적합도함수를 알아본다.

Keywords : Nesting Algorithm(네스팅 알고리즘), Pixel Representation(격자 표현법), Fitness Function(적합도 함수), Weight Factor(가중치)

1. 서 론
원자재에서 제품을 구성하는 부재들을 취재하여 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분야인 조선․자동차․항공 및 의류산업에서는 부재들을 
원자재에 최적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 원
자재 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소비를 최소화 하여 
비용을 절감하기를 기대하고, Steel Cutting 공정시간을 단축하여 
시간적 측면의 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산업이 관심을 
갖는 가운데, 네스팅 알고리즘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네스팅 알고리즘은 형상표현 기법에 따라 크게 두 분류로 나
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No-Fit-Polygon(NFP)이 있다(Albano 
et al., 1976). NFP는 두 부재가 서로 겹치지 않고 외곽선을 맞
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위치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개
념을 이용하는 네스팅 방법에서는 임의의 패턴을 직선 선분들로 
근사화시킨 다각형 근사법으로 표현하여 사용한다(Kim et al., 
2006).

두 번째로 격자 표현법(Pixel representation/Grid algorithm)이 
있다(Oliveira et al., 1993). 격자 표현법은 Fig. 1에서처럼 부재 
형상을 격자로 쪼개어 형상의 내부와 경계선에 해당하는 격자와 

그렇지 않은 격자로 구분하여 형상을 표현한다. 이 때 격자의 세
밀한 정도, 즉 해상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격자형상이 
본 형상을 얼마만큼 정확히 구현되는지가 결정 된다. 해상도가 
높게 되면, 격자를 세밀하게 형성하게 되어 부재의 실재 형상에 
가깝게 격자 형상을 생성할 수 있으나 격자가 많아지면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해상도가 낮을수록 계
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격자가 세밀하지 못하므로 부
재의 실재 형상과 격자 형상 간의 차이가 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격자 표현법을 이용하여 형상을 표현하는 과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Fig. 1의 좌측처럼 우
선 부재의 폭과 길이를 갖는 외접 사각형을 격자 형상으로 생성
한다. 이 때 격자의 초기 데이터는 ‘2’로 설정이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형성된 격자 형상에 Fig. 1의 중앙부와 같이 부재의 
외곽선과 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격자를 찾고(Bresenham, 
1965), 그 격자의 데이터를 ‘1’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부재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부재의 내부에 해당하는 격자를 ‘1’로 
설정하여 부재의 격자 형상을 완성한다. 이 때, 격자 중 ‘1’로 설
정이 되어 있지 않은 즉 초기 데이터인 ‘2’를 유지하는 격자에 대
해서는 부재의 외부 또는 홀의 내부로 판단하여 격자의 데이터를 
‘0’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Fig. 1의 우측 그림처럼 
부재가 격자 형상화되어진다. 이렇게 생성된 부재의 격자 형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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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강재의 격자 형상에 배치를 시도하고, 격자끼리 데
이터를 비교하여 부재와 부재 간의 겹침 등을 판단하는 등 배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Fig. 1 Grid representation process for part
한편 격자 표현법에서는 적합도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부재가 배치되는 과정, 결과 및 시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
친다. 적합도 함수를 설정할 때 주요 목표는 겹치지 않으면서 원
자재에 부재들을 배치하고 남은 스크랩의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스크랩의 형상이 최대한 직사각형을 이루게 하여 추후에 남은 영
역을 잔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격자 표현법을 사용하여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적합도 함수를 적용하여 각 경우에 
따라 부재가 원자재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결과를 비교하고 
특히 조선 산업용 부재의 특성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인 배치 결
과를 갖고 계산 비용 절감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갖는 적합도 함수
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Bang(1990)이 제안한 목적함수는 Fig. 2의 세 가지 항을 이

용하여 배치 탐색을 하는데, Rectangular area는 shape1과 2를 
포함하는 외접사각형의 면적이며, X-enclosure area는 shape1
과 2를 포함하는 y방향 경계의 합, Y-enclosure area는 x방향 경
계의 합을 말한다. 이 세 가지의 면적이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어 
다음 식 (2)에서 (6)까지와 같이 적합도 함수의 다섯 개의 항을 
구성한다.

                                 (1)

Fig. 2 Rectangular area(left), X-enclosure area(middle), 
Y-enclosure area(right) (Bang, 1990)

 ′
                              (2)

  ′
                             (3)

  ′
                             (4)

  
                           (5)

  
                           (6)

여기서 는 이미 배치되어 고정되어 있는 부재의 면적이며, 
 ′은 배치가 진행 중인 부재의 면적이다. 

다음 목적함수는 격자 표현법으로 네스팅 알고리즘을 구현하
는데 있어서 제안된 함수로서 x, y 및 xy 방향으로 스크랩(Scrap)
에 해당하는 격자의 수를 세어 계산한다(Kang, 1998).

min                                     (7)

는 후보부재가 최대한 원판의 좌측에 배치되도록 기여하는 
항이며, 후보부재가 배치된 행에서 x방향의 스크랩 면적을 의미
한다. 는 후보부재가 원판의 아래쪽에 배치되도록 하는 항이
며, 후보부재가 배치된 열에서 y방향의 스크랩 면적을 의미한다. 
는 부재들이 배치되어 가는 형태가 직사각형을 이루도록 하
며 후보부재가 배치된 영역 안의 스크랩 면적을 의미한다. Fig. 3
에 각 항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내어진 스크랩 면적이다.

Fig. 3  (left-top), (right-top), (bottom)

한편 Weng et al.(2011)에 의해 제안된 네스팅 시스템에서는 
Usage Length와 Usage Density의 개념을 도입하여 부재를 배치
할 최적의 위치를 찾는다. 이 때 Usage Length는 강재의 너비
(Lt)와 현재 배치 중인 부재를 포함하는 영역의 너비(Lu)의 비로 
정의된다. Usage Density는 현재 배치 중인 부재를 포함하는 영
역의 너비(Lu)와 강재의 폭(H)을 갖는 외접사각형 내에 실제 부재
가 배치된 영역의 비로 정의 된다.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Fig. 4
에 나타나 있다.



Fig. 4 Parameters of fitness function(Weng et al., 2011)

3. 적합도 함수
본 논문에서는 이미 제안된 적합도 함수들의 항들을 취사선택

하여 새로운 조합을 만들고 가중치법(Weight factor method)을 
사용하여 각 항의 비중을 달리 함으로써 조선용 부재의 배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min ×  ×  ×

 ×usage Length
 ×usage Density

       (8)

  

여기서 고려한 항목으로는 식 (7)의  , , 와 Weng et 
al.에 의해 제안된 Usage Length, Usage Density 등이 있다. 
의 경우, 첫 열부터의 x축 방향으로 스크랩을 고려하게 되면 Fig. 
5에서처럼 부재 A의 배치 결과에 영향을 받아 다음 배치되는 부
재들이 배치 위치를 선정할 때, x방향의 스크랩이 덜 발생하는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 사각형 영역 안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강재
의 하단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를 Fig. 6과 같이 현재 배치 중인 후보부재의 외접 사각형 내
에서의 x축 방향 스크랩만을 고려하도록 수정하였다. Fig. 6에서 
좌측에서 빗금 친 부분의 스크랩 면적이 식 (7)의 를 이용하
였을 때의 스크랩 면적이고, 우측이 본 논문에서 사용한 를 
이용하여 부재의 외접 사각형 내의 스크랩만을 고려한 모습이다. 

Usage Density의 경우, 조사영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사영
역 내에 부재가 위치한 면적을 계산하는 본래의 Usage Density
가 아니라 스크랩 면적을 조사하도록 수정하였다. Usage Length
와 Usage Density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반면, 기존의  , 
, 의 경우 조사 면적 내의 격자의 수를 세기 때문에 
Usage Length와 Density에 비해 매우 큰 값을 갖게 된다. 따라
서 다섯 항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조사한 스크랩에 
해당하는 격자수를 조사 영역의 넓이로 나눠주어 정규화 시켜주

었다.  

Fig. 5 Problem caused by 

Fig. 6 Comparison of scrap ratio depending on 
적합도 함수의 구성을 위하여 각 항의 가중치(Weight factor)

의 합은 1이 되도록 하였고, 비중을 달리하여 네스팅 결과가 어
떻게 변화되는지를 비교하며 반복적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과
정에서 최적화기법을 통해 가중치를 얻을 수도 있으나, 실시간 
배치가 가능해야하는 실용적인 네스팅 프로세스에 반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가중치로 전 범위 
탐색을 하였다. 

네스팅 결과는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적합도 함수의 적절성과 효율성 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스팅의 결과를 평가할 
때, 첫 번째로 스크랩률(Scrap ratio)을 비교하고 두 번째로 다른 
분야의 네스팅과 차별적으로 잔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즉, 네
스팅 후 강재에 부재를 배치하고 남은 영역의 길이가 많이 확보
될수록 좋은데, 이는 이 후 스크랩을 이용하여 부재 배치를 다시 
시도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재가 최대한 강재의 좌측에 배치되는 것을 지향
하고 있다. 

적합도 함수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박의 선미블록의 부
재들을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적합도 
함수에 따른 배치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주어진 부재 그
룹은 총 19개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치 결과 한 판의 강재
에 얼마나 많은 부재를 배치하며 그 때 발생하는 스크랩 면적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 부재 그룹은 34개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으
며 배치 결과를 통해서 발생한 스크랩 형상의 x축 방향 길이를 
비교하였다.

조선용 부재를 배치하기 위한 강재의 사이즈는 가로×세로 
20m×4m×13t(A Grade)로 고정시켰다. 부재 및 강재의 가로, 세
로 길이는 1/20로 축소시켰으며, 부재의 최적 배치 위치를 찾기 
위하여 부재에 회전을 적용시켰다. 이때 부재를 0도에서 5도 간
격으로 360도까지 회전시키고 회전시킬 때마다 격자형상을 새로 



구하여 회전된 부재의 격자 형상을 대상으로 배치 시도를 하였
다. 배치는 면적이 큰 부재부터 내림차순으로 진행하였다.

Table. 1은 수치 실험을 진행했던 적합도 함수 중에서 몇 가
지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선별하여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였는
지를 나타내었다. Table. 2는 각 케이스마다의 네스팅 결과이다.

  
Usage
Length

Usage
Density

case 1 0.33 0.33 0.33 - -
case 2 - 0.5 - 0.5 -
case 3 - 0.33 0.33 0.33 -
case 4 0.3 0.1 - 0.6 -
case 5 0.1 0.3 - 0.6 -
case 6 - 0.2 - 0.5 0.3
case 7 - 0.2 - 0.3 0.5

Table. 1 Weight factor for each case

Part Group 1 (19) Part Group 2 (34)
Number of Nested 

Parts on Plate
Scrap 
Ratio

Usable Length
of Scrap

case 1 18 0.268 40
case 2 18 0.287 348
case 3 19 0.259 315
case 4 19 0.259 341
case 5 18 0.287 344
case 6 18 0.278 341
case 7 18 0.277 332

Table. 2 Numerical results of nesting process

부재 그룹 1의 네스팅 결과를 분석해보면 케이스 3과 4(Fig. 
7)의 적합도 함수를 이용하였을 때 19개의 부재를 모두 한 판에 
배치하였으나 이 외의 케이스들은 한판에 모든 부재들을 배치하
지 못하였다. 

Fig. 7 Case 3(top) and 4(bottom) for part group 1

Fig. 8 Case 5 for part group 1

한편 케이스 4와 5를 비교해보면 와 의 가중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데, 그에 따라 네스팅 결과가 달라짐을 Fig. 7과 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y축 방향으로의 스크랩 발생 관점에서 볼 
때, 에 비해 의 비중이 작은 케이스 4(Fig. 7의 아래)의 적
합도 함수를 적용하였을 때 강재의 우측 하단에 스크랩이 발생하
고, 의 비중이 큰 케이스 5(Fig. 8)의 적합도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강재의 우측 하단에 스크랩이 상대적으로 덜 발
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적합도 함수에서 각 항의 비중
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배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재 그룹 2의 네스팅 결과를 보면 모든 케이스가 스크랩률이 
약 0.555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잔재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측
면에서 케이스 1의 경우 Fig. 9에서처럼 부재들이 x축으로 길게 
배치가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케
이스 2(Fig. 10)에서는 잔재의 x축 방향 길이가 가장 길게 나타
나 이 후 잔재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나머지 케이스들에 대한 네스팅 결과도 케이스 2와 비슷한 가용
길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Fig. 9 Case 1 for part group 2 (Scrap ratio = 0.555)

Fig. 10 Case 2 for part group 2 (Scrap ratio = 0.555)
여러 가지 적합도 함수를 이용하여 네스팅을 실시한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보았을 때, 각각 케이스 2와 케이스 3, 
4가 좋은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케이스들은 모두 
Usage Length와 를 고려한 케이스였으며, 각 항에 적용한 가
중치 또한 네스팅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선박의 중앙부 블록의 부재에 대해서 Table. 1의 적합도 
함수 중 케이스 2와 4를 적용하여 배치한 결과를 비트맵 이미지
와 조선용 상업 CAD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얻은 이미지로 각각 
Fig. 11과 12에 나타내었고, Table. 3은 각 케이스 별로 강재 안
에 배치된 부재의 수와 스크랩률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케이스 2의 적합도 함수를 이용하여 배치
하였을 때, 한 강재 안에 6개의 부재가 더 배치되었다. 앞서 선
박의 선미부 부재들을 대상으로 네스팅 한 결과에서는 케이스 4
가 더 효율적이었으나, 이 경우에는 케이스 2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치하려는 부재의 특성 등에 따라 적합도 
함수는 다른 효율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 Bitmap image (top) and 
CAD system image (bottom) of case 2

Fig. 12 Bitmap image (top) and 
CAD system image (bottom) of case 4

Number of Nested 
Parts on Plate Scrap Ratio

case 2 66 0.057
case 4 60 0.058

Table. 3 Comparison the nesting result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적배치를 위한 네스팅 알고리즘 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특히 조선용 부재에 대한 네스팅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적합도 함수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
선용 부재와 자재(잔재 포함)는 형상과 크기가 다양하고 고려해
야하는 조건이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네스팅 문제이다. 

기존에 연구 되었던 적합도 함수에서 x축 및 y축 방향으로의 
스크랩을 고려하는 항 일부를 취사선택 및 수정하고 조합을 달리
하여 적합도 함수를 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가중치법를 사용하여 각 항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네스팅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적합도 함수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Kang에 의해 제안된  , , 와 Weng et 
al.에 의해 제안된 Usage Length, Usage Density를 고려하였는
데, 그 결과 대체적으로 와 Usage Length를 포함하여 구성된 
적합도 함수를 이용한 네스팅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 가중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네스팅 결과가 민감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박의 선미부의 두 가지 부재 그룹에 대해 각각 네스팅을 실

시하고, 중앙부에 대해 네스팅을 실시한 결과, 좋은 결과를 보이
는 적합도 함수가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함으로서, 고정된 하나의 
적합도 함수만을 이용하여 모든 부재를 네스팅 하는 것 보다는 
부재의 특성 및 사용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적합도 함수를 구성
하고 네스팅에 적용시키는 것이 더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의 네스팅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재 배치에서는 부재의 면
적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배치를 실시하는데, 추후에는 배치 
순서를 SA(Simulated Annealing) 등을 이용하여 강재에 스크랩
을 덜 발생시키는 최적의 배치 순서를 구하여 네스팅 알고리즘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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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조선소의 판넬 공장 구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백명기(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 이동건(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 이광국(경남대 조선해양IT공학과) ․

신종계(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및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Simulation Model Generation 
for a Panel Block Shop of Digital Shipyard

Myung-Gi Back ․ Dong Kun Lee ․ Kwang-Kook Lee ․ Jong Gye Shin

요 약

최근 조선소들은 극심한 조선경기침체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략선종의 다양화, 생산공법의 개발, 최신 IT 기술의 도입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조선소의 구축은
새롭게 개발되는 공법이나 신규 선종, 해양플랜트의 생산성 등을 평가하는데 효율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조선소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 모델링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조선소의 판넬 공장을 대상으로 복잡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
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상용 시뮬레이션 패키지인 DELMIA를 이용하였으며 이기종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간 정보 교환 모델인 
NESIS를 바탕으로 설계된 조선소용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기법은 조선소에 산재되어 있는 생산
현장의 문제를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히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 Modeling and simulation(모델링 & 시뮬레이션), Neutral data model(중립 데이터모델), Simulation data exchange(시뮬레이션 데
이터 교환), Panel block assembly shop(판넬 블록 공장) 

1. 서론
오늘날 조선소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기술은 고효율 생산기술

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으며 신뢰도 높은 생산/건조 능력, 신 건
조공법 개발 및 검증, 생산성 향상 및 공기 단축을 통해 생산기
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Gong and Hwang, 
2011). 조선소의 시뮬레이션은 조선소의 제품, 공정, 자원과 계
획 정보를 모델링하여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가상 생
산을 지원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Lee and Hwang, 2011, Song 
et al., 2009). 이러한 조선소의 가상 생산 기술은 실제 작업 전
에 생산 공정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실제 작업에서 발
생할 수 있는 현상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Woo et al., 2006).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이 모델링된 디지털 모형
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뮬레
이션 모델링 엔지니어가 요구된다. Woo et al.(2006)에 따르면 

일회성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구현할 경우에는 모델 자체의 유
연성(Flexibility)과 견고성(Robustness)만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수행하면 되지만, 조선소의 경우 하나의 생산 환경이 다양한 케
이스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성을 고려한 시뮬레이
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기반으
로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모델의 생성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대형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상용 시뮬레이션 솔루션 중 한 가지를 
선정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DELMIA QUEST를 이용한 조선소 
판넬 공장의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방법과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상용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모델 생성에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

는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모델 생성 연구는 시뮬레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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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표현을 위한 정보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방법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Lu et al. (2003)은 흐름 생산 형태
를 갖고 있는 항공기 제조 공장 사례를 통해 NIST에서 개발한 시
뮬레이션 정보 모델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Lee et al.(2003)은 
공장 및 라인 시뮬레이션을 위한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개선된 
NIST 공장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데이터 모델은 시뮬레
이션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는 중립 형태의 정보로써 공장 모
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구조화되어 있다(Fig.1). 또한 공
장 시뮬레이션을 위한 세부 속성 정보가 객체 관점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모든 정보가 공장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는 특징
을 갖고 있다.

Fig. 1 Top level of machine shop information model 
(Lee and McLean, 2006)

Harward et al. (2006)은 NIST의 공장 데이터 모델 기반의 중
립 파일을 정의하여 공장 데이터 모델의 실제 적용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 Lee et al.(2011)은 NIST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
양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고려한 NESIS(NEutral 
SImulation Schema)을 연구하였다. NESIS는 XML을 이용하여 
전체 정보의 구조와 속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기종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품, 공정, 자원으로 그룹
화하여 체계화하였다(Fig. 2). NESIS 구조는 이후 실제 소프트웨
어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인터넷 기반의 모델링 도구를 통해 그 효용성이 확인되었
다(Cho et al., 2011).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흐름 생산 위주의 제조업을 중
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조선소의 생산 시스템을 모사하기에
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Woo et al. (2005)과 Woo (2005)는 디
지털 조선소를 구축하기 위한 조선소 내업 공장 시뮬레이션 모델
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에서 조선소의 정보를 제품, 공정, 자
원, 일정 관점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PPR-S(Product, 
Process, Resource, Schedule)이라 정의하였다.

Fig. 2 Structure of NESIS (Lee et al., 2011)
 

 PPR-S는 NIST 모델과 같이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구조화하여 고려한 제품, 공정, 자원 정보로 그룹화하고 
있으며 생산계획이 중요시 되는 조선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요소를 특성화한 분석 모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PR-S 정
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을 목표로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한 정보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모델 생성 기
술을 구현하였다. 

3. 판넬 공장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조선소의 판넬 공장에서는 선박의 선수, 선미, 일부 측면 블록

을 제외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블록을 제작한다. 판넬 
라인 공정은 복수의 판을 조립하여 판넬 블록을 제작하기 위한 
베이스 주판을 만들고, 제작된 주판에 종방향 보강재(Flat Bar, T 
Bar)를 조립하여 판넬 블록을 생산한다. 생산된 판넬 블록을 위
아래로 조립하여 이중 바닥구조의 중조립 판넬 블록을 만드는 과
정까지를 다루고 있다(Lee et al., 2006). 

조선소 판넬 공장을 PPR-S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Product는 
평판, 복수의 평판으로 구성된 판넬 블록의 주판, 보강재(Flat 
Bar, T Bar), 보강재가 조립된 판넬 블록으로 이루어진다. 
Resource는 조립, 마킹, 가접, 절단 등의 기계, 판계와 배재를 
수행하는 크레인, 주판과 판넬 블록을 이동 시키는 컨베이어가 
있다. 그리고 Process는 대상의 첫 번째 공정에서는 주판을 제작
하기 위해 복수의 판을 판계하여 가접을 수행하고, 선용접을 위
한 탭피스를 부착한다. 이후 전면 선용접을 수행하고, 후면 용접
을 위해 크레인으로 턴오버한 후 용접을 수행해 주판을 조립하게 
된다. 다음으로 주판에 보강재가 위치해야 하는 장소를 마킹 머
신으로 표시하고 해당 위치에 보강재를 가용접한 후 조립 머신을 
이용해 용접을 마무리하고 판넬 블록이 완성되는 흐름을 갖고 있
다. 마지막으로 Schedule 정보는 할당된 물량 중 우선순위가 높
은 순서에 따라 투입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생성하였다. 

이러한 판넬 공장의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을 위한 시스템 구
현을 위해서는 조선소 생산 정보와 시뮬레이션 정보를 모두 고려
한 데이터 생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XML을 통해 정의된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과 NESIS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Fig. 3은 정



보 모델과 NESIS를 이용하여 생성한 시스템 데이터 사례를 보이
고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은 DELMIA QUEST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인 BCL(Batch Control Language)를 이용하여 수행된
다. 기본적인 QUEST 모델 생성 프로세스는 사전에 생성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BCL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QUEST를 
제어하는 방식을 갖는다. 이때 수행되는 과정은 시뮬레이션 시간 
및 공간 단위의 설정, 초기 모델 면적 설정 등의 초기 시뮬레이
션 속성 정보 정의, 제품 클래스 생성 및 정의, 자원 클래스 생성 
및 정의, 자원 인스턴스 생성 및 정의, 속성 할당 등이 수행된다. 
Fig. 4는 QUEST BCL를 이용하여 생성한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
를 보이고 있다. 수행 결과 조선소 정보 모델의 제품, 공정, 자원
과 관련한 정보는 시뮬레이션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통해 모델 정보의 직접 생성이 가능하였으나 일정과 관련한 정보
의 경우 제품 개체의 속성으로 대체 정의하였다. 또한 BCL을 통
해 생성할 수 없는 CAD, 로직 등은 별도 정의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Fig. 3 XML sample of the simulation data

Fig. 4 Panel line model implementation result

4. 결론 및 향후연구
대상 공정의 생성 모델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구현된 

판넬 라인 모델은 총 783개 클래스와 875개의 클래스 엘리먼트

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클래스와 클래스 엘리먼트
를 생성하기 위해 소요된 BCL 스크립트는 총  7370개, 스크립트 
생성 시간은 약 1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BCL을 통한 모델링 프로세스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와 시
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 실험 분석해 본 결과, 시스템
을 통해 모델을 생성은 고급 모델러에 비해 2.64시간, 초중급 모
델러에 비해 약 10.2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세 업무 규칙 
로직 작성 부분은 표준화된 정보나 생성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본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기술은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모델 개체 생성을 위한 기술로써 상세한 작업 규칙을 
표현하기 위한 로직 생성은 처리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
만, 표준 정보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모델링 영역을 단순화한다는 
점에 있어서 전체 모델링 작업 시간 측면에서 확실한 감소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
례를 통한 추가 연구를 수행한다면,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업무 
환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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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선상가열을 적용한 강판의 변형 예측식 개발에 관한 연구
이상훈, 김민술, 이주성 (울산대학교)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ormulae to Predict Deformations 
in  Plate by Multi-line Heating Method

Sang Hoon Lee, Min Sul Kim and Joo Sung Lee
(University of Ulsan)

요 약

해양구조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선박의 가공공정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구조물 등의 제작
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공공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에는 건조 과정 중 성형공정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열간가공이 있는데 이는 
다른 생산과정인 용접과 절단에 비해 자동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상가열은 용접과 절단처럼 강재에 높은 온도의 입열과 냉각을 
하는 열사이클은 유사하지만, 숙련된 작업자의 기술과 경험에 의존을 많이 한다.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작업자들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최근 선박 및 해양구조물 건조의 핵심 사항인 만큼 곡가공의 자동화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멀티 토치를 이용한 선상가열시 변형 예측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실험 시 판의 두
께, 가열속도, 가스의 유량, 토치와 판의 거리등 다양한 가열조건을 일정하게 하고, 토치사이의 거리를 변수로 하였다. 이때 멀티 토치
사이의 거리에 따른 온도와 각변형량을 비교하였으며, 화염의 간섭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실험과 수치해석의 온도와 각변형량에
대해 비교한 후, 다양한 실험조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Keywords : Angular distortion, Heat flux model, Interaction between torches, Multi-line heating, Thermal deformation characteristics, 
            Thermo-elasto-pla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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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RS 센서 기반의 무선 선체운동 모니터링 알고리즘의 개발
김대해(한국해양대학교 마린시뮬레이션센터), 이상민†(군산대학교 해양생산학과)

Development of Wireless Ship Motion Monitoring Algorithm
Using AHRS Sensor
Dae-hae Kim, Sang-min Lee

요 약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는 일반적으로 선박(특히 잠수함), 항공기 및 군용장비 응용분야에서 적용되어 자세 측정 영역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IMU는 고가의 장비이어서 특수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MEMS AHRS(MEMS :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AHRS : 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의 현 기술 상황은 지능형 MEMS AHRS가 선정된 응용
분야에서 가격이 높은 IMU를 대체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를 사용한 AHRS를 구현하여 선박
의 주요 운동요소인 roll, pitch, yaw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무선 선체운동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AHRS 센서가 발생시키는 오
차인 순간 가속도, 지자기의 영향 및 진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Kalman 필터링을 적용함으로서 최적의 성능을 실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AHRS 센서를 이용한 무선 선체운동 측정시스템은 주파수와 가속도를 측정함에 있어 충분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박의
제한적인 설치 상황에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 시스템이 선박에서 INS(Integrated Navigation System) 및 VDR(Voyage 
Data Recorder)과 같은 선박 장비에 적용되어 항해 안전과 해양사고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Keywords : 관성측정장치(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초소형 전기기계장치(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자세방위결정시스
템(AHRS: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 칼만필터(Kalman Filter), 통합항법장치(INS:Integrated Navigation System)

1. 서 론
선박의 항해 및 계류 안전성 평가에 기초가 되는 선체운동 요

소와 선박 가속도 값을 계측하기 위해서 가속도계, 방위 센서, 
경사계, 초음파 변위계 등 여러 특정 센서를 이용한 다방면에서 
효과적으로 선체 운동 계측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
다(Kim et al., 2005). 다양한 환경적 변수가 많은 해상에서 선체 
운동을 계측하는 것은 많은 기술적 어려움과 고가의 특수 센서로 
주로 구현됨에 따라 일반 상선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2000년
대에 들어서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의 발달로 
저가이면서 소형의 관성 센서들이 많이 개발되고 센서 데이터를 
처리할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처리속도도 향상되어 고성능 제품으
로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Priyanka et al., 
2010).

관성측정장치(IMU, Inertial Measurement Unit)는 가속도계, 
각속도계 등의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자
세, 속도, 가속도, 각속도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교신저자 이상민 : smlee@kunsan.ac.kr  063)469-1814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가격이 저렴한 MEMS AHRS 센서가 
여기에 접목되어 일반 상용화 되어 가고 있다(Zhu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 선체운동 계측에 이용할 수 있는 저
가, 소형의 MEMS AHRS 센서인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 마그
네틱 컴퍼스를 결합한 관성측정장치를 설계하였고, AHRS 센서 
자체의 특성 오차와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누적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칼만 필터링 기능이 탑재된 센서를 선정하여 시스템에 적용
하였으며, 제한된 환경인 선박에서 선체운동계측을 효과적으로 
계측하기 위하여 무선 시스템을 접목시킨 무선 선체운동 계측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2. 무선 선체운동 계측 시스템 설계
   무선 선체운동 계측 시스템은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설계 하
였다. AHRS 센서를 사용하여 항해중인 선박의 roll, pitch, yaw 
데이터를 측정하는 선체운동 계측부분, 측정된 데이터를 무선 네
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부분과 전송된 데
이터를 수신하여 정보처리하는 데이터 수집처리부분이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1 선체운동 계측부
본 연구에서 선체 운동을 실시간 계측하기 위해 사용된 관성

측정장치(IMU)의 자세측정시스템(AHRS) 센서는 3축 MEMS 가속
도(Accelerometer), 자이로스코프(Gyroscope), 지자기(Magnetometer)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3축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총 9축
이 측정되므로 각 센서로부터 선체 운동을 6 자유도(DOF: 
Degree Of Freedom) 요소를 계측하여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선체운동 계측부에 적용한 센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저가의 상
용 제품인 32Bit MCU(Micro Controller Unit)를 탑재한 디지털 
타입의 AHRS 모듈센서와 정밀도가 높은 6 DOF 및 범용 3 DOF 
계측용 MEMS AHRS 센서를 사용하였다. Fig.1은 구축된 IMU의 
구조도를 나타내고 있고(JK electronics, 2012), Fig.2는 MEMS 
AHRS 센서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도표이
다(Ruva tech, 2011). Table 1은 선체운동 계측부에 사용된 IMU
의 MEMS AHRS 센서 사양을 나타내었다.

Fig. 1 Application diagram of IMU

Fig. 2 Structure block diagram of MEMS AHRS 

Sensor 
Spec.

Gyroscope
(MPU6050)

Accelerometer
(MPU6050)

Magnetic
(HMC5883L)

Interface I2C interface I2C interface I2C interface
Startup 100 ms 100 ms 50 ms
Max range ±2000 d/s ±16G ±8 Gaussian 
Min range ±250 d/s ±2G ±1 Gaussian
Resolution
(Max)

16.4 LSB/(degree/s) 2048 LSB/(degree/s) 4.35 milli-gauss 
Resolution
(Min)

131 LSB/(degree/s) 16384 LSB/(degree/s) 0.73 milli-gauss 
Update Rate 4 ~ 8000 hz 4 ~ 1000 hz 0.75 ~ 75 hz

Table 1 Specification of MEMS AHRS Sensors

2.2 무선 센서 네트워크부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Wireless Sensor Network)는 마이

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전원 공급기,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저전력 디바이스인 지능형 소형 센서 노드들의 집합으로 구성되
며, 공간 및 위치에 제약 없이 다양한 공간에 설치되어 주위 환
경 정보를 수집한 뒤 센서 노드들 간의 독립적인 무선 네트워크
를 통해 목적지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선박의 제한된 
환경에서 이러한 장점을 지닌 WSN을 적용하여 선박 내・외부의 
근거리 통신망의 활용을 통한 선박 환경에 최적화된 선체운동 계
측 시스템의 무선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였다. Fig.3은 일반적으
로 직렬 통신 처리를 하는 장비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성
도를 나타내며,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 
Transmitter)를 사용하는 장비와 Wi-Fi 망을 공유하기 위한 
UDP(User Datagram Protocol) 기반의 네트워크 모델이다.

Fig. 3 The wireless sensor networking for serial device
무선 센서 네트워크부는 전형적인 무선 통신 방식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송신부와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로 구성
되어 있다. 송신부에서는 MEMS AHRS 센서에 의해 획득한 데이
터를 WIFI-RS232C 변환모듈을 사용하여 직렬 통신 방식인 
RS-232C를 지원하는 주변기기를 손쉽게 무선랜(Wi-Fi)을 이용
하는 WSN에 접속하여 통신한다. 수신부인 PC측에서도 WSN에 
접속하여 IMU 또는 AHRS 센서부에 직접 연결하여 계측 데이터
를 수신 받는다. 본 연구에 의해 구현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부품들의 사양을 Table 2에 나타내었고, 
Fig.4의 (a)는 선체운동 계측 시스템의 송신부인 WiFi-TTL 
변환 모듈이고, (b)는 TTL-UART 변환 모듈이다.  



Items Parameters

Wi-Fi
Wireless standard IEEE 802.11b/g
Frequency range 2.412 ~ 2.484 GHz
Receiver/Transfer 802.11b/g (11Mbps / 54Mbps) 

H/W
Serial type UART
Serial rate 1200 ~ 115200 bps
Operating voltage 3.3 ± 0.3 V

S/W Network protocol TCP/UDP/ARP/ICMP/DHCP/HTTP

Table 2 Specification of device used for wireless sensor 
communication

(a) (b)
Fig. 4 Wireless sensor communication device

(a) WIFI-RS232C Transmeter, (b) RS232C-TTL Convertor

2.3 데이터 수집처리부
외력에 따른 선체 6자유도 운동 중 주요 3요소(Rolling, 

Pitching, Yawing)와 항해 안전성에 활용되는 가속도를 계측하기 
위한 AHRS 센서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센서 제
작업체에서 개발 툴로 제공하는 AHRS Property Editor와  
Uni-Matrix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HRS 센서 계측 데
이터 모니터링 및 수집 작업을 하였다. 이 S/W는 AHRS 센서 데
이터 수집 및 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센서별 통신포트 설
정, 센서 보정, 주파수 설정 등의 기능이 있고, 센서 계측값의 텍
스트 데이터, 그래프 표시, 2D 그래프와 3D 그래픽 구현이 되어 
사용상 편리성과 결과 데이터를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다.      

Fig.5와 6은 MEMS AHRS 센서를 이용한 데이터 획득 프
로그램(DAQ)으로 실시간 측정된 계측 데이터를 표시하고 저
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5 Data aquisition program using AHRS Property Editor

Fig. 6 Data aquisition program using Uni-Matrix

3. 실선 실험
   3.1 실험 대상 선박의 제원 및 계측 방법

3.1.1 실험 대상 선박의 제원
해상에서의 실선 실험을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

바다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Table 3과 Fig.7은 실험 선
박의 주요 제원과 일반배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 선박은 
여객선형의 선박으로서 선형 특성상 수면 상부의 구조물이 상
대적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므로 일반적인 화물선에 비해 풍압
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풍향과 풍속의 요인에 따라 선박의 횡
요에 영향을 미친다.

Fig. 7 General arrangement of T.S. HANBADA

Items Dimensions
 LOA / LBP 117.2 m / 104.0 m
 Breath 17.8 m
 Mean Draft 5.9 m
 Displacement 6,434 ton
 Max. Speed / Service Speed 19.0 kts / 17.5 kts
 Main Engine MCR(100%) 8,130 BHP × 176 RPM
 Main Engine NCR(85%) 6,910 BHP × 167 RPM
 Transverse Projected Area 300 m2

 Lateral Projected Area 1,480 m2

Table 3 General particulars of training ships



3.1.2 무선 선체운동 계측 방법
파랑 중 실선이 항해시 선박의 횡요(rolling), 종요(pitching), 

선수요(yawing)는 동시에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선체운동 
계측을 위해서는 IMU를 선박의 무게 중심점에 설치하여 데
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선박의 구조 요건
상 무게 중심점에 IMU를 설치하기가 어렵고 무게 중심 또한 
선박 화물의 적양하 상황이나 본선 컨디션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 
적용한 계측 장비는 크기가 작고 무선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
능하여, 선교 또는 기타 선내 특정 장소에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므로 실선 실험에서는 실습선 한바다호의 무게중심 근처 
상부 부근에 위치한 지점의 장소를 선정하여 실험하였다. 실
험 계측치의 보정은 설치 장소와 선체 운동의 중심점과의 좌
표 값을 이용하여 선체운동 계측 값을 분석하였다. Fig.8은 
무선 선체운동 모니터링 장비와 실선의 선체운동을 아날로그
적으로 계측하는 경도계를 설치한 모습이다. 

Fig. 8 Install of AHRS sensors at T.S. HANBADA
    

3.2 실선 계측 자료 분석
3.2.1 실선 시험 조건

실선 실험은 한바다호의 2013년도 제1차 연안항해 기간 
중인 3월 18일에서 3월 22일 사이에 2회에 걸쳐 선상에서 
실시하였다. Table 4 및 Fig.9에서와 같이 실험 대상 선박이 
부산-제주 항해구간에서 1차 실험은 남서 방향으로 항해하
면서 계측되었으며, 2차 실험은 반대로 북동 방향으로 항해
하면서 조사되었다. 

1차 실험은 실험 개시 후 종료시까지 총 13.5시간이 소요
되었고 그 거리는 175마일 항해하였으며, 2차 실험은 총 
14.5시간이 소요되었고 195마일 항진하였다. 실험 당시의 
기상 조건으로 풍향풍속계 관측에 의한 평균풍속은 1차에서 
20노트 이상, 2차에서 10노트 이하이었으며, 당직 항해사들
에게 의해 목측된 해상 상태는 1차에서 파고 2.0미터 이하, 
2차에서는 0.5미터 이하로 관측되었다. 1차 실험에서의 날씨

는 해상 및 기상 상태가 풍랑이 이는 상황이었고, 2차 실험
은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다. 또한,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외력
(current)의 경우 대지속력과 대수속력을 비교하여 측정하였
으며, 1차에서는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역방향(역조) 그
리고 2차에서는 순방향(순조)으로 작용하였다.

Items Test 1 Test 2
Date 2013.03.18. ~ 3.19 2013.03.21. ~ 3.22
Wind SW, 20 ~ 28 kts NW, 5 ~ 10 kts
Wave SW, 2.0 m NW, 0.5 m

Current SE, 0.5 kts NE, 0.2 kts
Distance 175 nm 195 nm

Table 4 Condition of real ship test

Fig. 9 Track of real ship test

3.2.2 실선 선체 운동 계측
실선에서의 운항중 해상 실험은 먼저 출항전 접안한 부두

에서 AHRS 센서의 자세 결정과 heading 각을 산정하기 위
해서 고정판에 각 센서를 고정하고 calibration을 실시하여 
초기 설정을 하였고, 전용 데이터 수집 S/W를 사용하여 출항 
후 30분 간격으로 roll, pitch, yaw(heading) angle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AHRS 센서 계측값의 검증을 위한 실선에서의 실제 측정
은 선체 중앙부에 위치한 지점에서 선박용 경사계(clinometer)
를 설치하여 횡요와 종요를 실측하였고, 경사계의 움직임을 
CCTV로 촬영하여 영상을 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시스템에 기록하여 시간대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 선수요 계측은 ECDIS　시스
템에서 NMEA0183 표준 포맷으로 기록된 gyro heading 값
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Fig. 10 AHRS outputs and actual values of roll angle 

Fig. 11 AHRS outputs and actual values of pitch angle 

Fig. 12 AHRS outputs and actual values of yaw angle 

3.2.3 계측 자료의 분석
Fig.10, 11, 12는 제주-부산 항해 구간 중 계측된 데이터 중 

임의의 지점에서 계측한 약 3분간의 횡요, 종요, 선수요의 계측 
결과를 AHRS 센서 감지 결과와 실제 측정치를 함께 도시하였다. 
선체가 낮은 주기로 움직이므로 각 AHRS 센서마다 sampling 
rate를 10Hz로 하여 센서 계측값을 취득하였다.

AHRS 센서 계측치와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통계적인 기법으
로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횡요각과 종요각 계측에서는 최대 
6.2%의 오차 범위 내에서 계측 결과를 보여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선수요 계측에서는 최대 오차 범위가 9.3%를 보였다. 
선수요 계측에서 오차 범위가 큰 원인은 지자기 MEMS 센서는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방위를 뜻하는 yaw를 계산하지만 지
구의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여 방위로 환산할 경우 
높은 오차를 보이므로 지자기 외란에 대한 보상 또는 주기적인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Rotenberg et al., 2005).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EMS AHRS 센서 기반의 IMU를 이용하여 선

체운동 계측 데이터를 획득하여 실시간 선체운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선 선체운동 계측 시스템 구현과 알고리즘을 개발하였
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AHRS 센서기반의 선체운동 모니터링 시
스템은 선체운동 주요 평가 요소인 rolling, pitching, yawing의 3
자유도 회전 운동 값을 측정함에 있어 실제 해상에서 파랑을 직
접 받는 실선에서 실험한 결과 충분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측시스템에 무선 시스템을 접목시킴으
로서 선박의 제한된 환경 요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
능하여 실무에 편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었으며, 향후 hull stress 
monitor, loading master, VDR(Voyage Data Recorder) 등의 고
도화될 선박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의 기초 장비로 적용되어 
여러 선박 안전시스템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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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ype 러그의 구조 강도해석에 관한 연구
허남학, 이주성 (울산대학교)

A Study on the Structural Strength of T-type Lug
 Nam Hak Heo and Joo Sung Lee

(University of Ulsan)

요 약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구조물 제작 과정등과 같은 해상구조물의 제작에 있어서 리프팅 러그

는 구조물을 운반하고 전도하는 작업(turn ocer)등에 사용된다. 선박의 건조 및 해양구조물 건조기술이 점점 발전되어감에 따라 작업
공정상 취급 구조물의 대형화가 이루어 졌으며, 대형화된 구조물을 취급하는 기술 정도에 따라 건조 시간의 단축 및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물의 하중 분담 역할을 하는 lug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원가절감을 위하여
Lug중량의 감소가 요구 된다. 하지만 무리한 중량 감소는 작업 시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정상 취급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가진 Lug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근본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원가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공정상 구조물
의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를 지닌 단순화, 경량화된 Lug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건조과정시 주로 사용하는 D-type과 T-type의 Lifting lug중에서 T-type lug를 대상으
로 실제 Lug가 받는 하중을 고려하여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Keywords : D-type lug, Lfting, Non-linear structure analysis, T-type lug, Turn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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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용 자동 수축 마진 계산시스템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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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utomatic shrinkage margin system for ship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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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체 블록의 제작 공정은 일반적으로 대조립까지의 내업공정과 대조립 이후의 외업 공정으로 나누어 진다. 내업공정에서
완성되는 대조립 블록은 주판에 Longi, Transverse web frame, Girder 등과 같은 여러 내부재들이 용접되어 제작된다. 이러한 조립
과정에서의 용접 공정은 근본적으로 용접 변형을 수반하게 되어 대조립 블록의 치수 불량을 가져오고 이는 후속 공정까지 이어져
재벌 작업과 같은 조립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용접 공정으로 인한 수축변형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용접 수축에 상응하는 값을 정확히 예측하여 설계 도면에 추가 반영하고 조립과정에서 그 추가된 값을 용접수축으로 상쇄하는
용접 수축 마진설계 방법이다. 과거 용접수축에 대응하는 마진설계 방법은 축적된 실험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추정된 경험식
기반의 마진값을 설계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마진값의 적정성도 불분명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작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 기반의
간이 용접수축 예측 방법을 기초로 용접 수축을 평가하고, 품질비용 개념을 활용하여 예측된 기하형상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마진값을 산출하는 방법을 통해 마진설계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Keywords: 3D Ship Structural Model(3D 선체구조 모델); Thermal Load(열하중);  Production(생산); Dimension(치수); 
Accuracy(정도); Shrinkage Margin(수축 마진)  
 

                   
 

유한요소법 기반의 자동 수축 마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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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럴 피로해석법을 적용한  
선체 외판 용접부 피로특성 비교 연구 

원선일*, 김대수*, 성준호*, 장영재** 

현대중공업 선박연구소* 

현대중공업 조선구조설계부** 

 
Comparative Study on Fatigue Characteristics of the Weld Joint  

of the Shell Plate in Spectral Fatigue Analysis 
Sun-il Won*, Dae-soo Kim*, Jun-ho Seong*, Young-jae Jang** 

Hyundai Maritime Research Institute,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 
Basic Hull Design Department,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 

 

요 약 
 

대형상선 이외에도 드릴쉽이나 셔틀 탱커와 같은 특수선의 구조 강도 평가에는 통계적 기법의 스펙트럴 피로해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선급에서도 특정 표기법(notation)으로 지정하고 있다. 스펙트럴 피로해석 방법에는
응력성분조합법(Component Stochastic Analysis, CSA)과 직접계산법(Full Stochastic Analysis, FSA)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Hopper Corner부 등의 응력집중부는 직접계산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계산법은 아주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어
모든 응력집중부를 직접계산법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종통보강재 연결부와 같이 명확한 하중성분의
영향을 받는 곳에 대해서는 응력성분조합법으로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피로강도 평가 시 선체 외판 용접부에
대하여 응력성분조합법과 직접계산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피로 수명을 계산해본 결과 두 방법간에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위가 존재하고 응력성분조합법으로만 평가한다면 과도한 보강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피로 해석
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하고, 대상 부위의 피로 특성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의 원인을 검토하였다. 
 
Keywords : Spectral fatigue analysis(스펙트럴 피로해석), Plate fatigue(외판 용접부 피로), CSA-FLS2 
 

1. 서 론 
 
일반적으로 상선 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의 치수 결정 및 

배치는 선급 규칙과 축적된 경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체의 크기, 선형, 속도, 구조 등에 많은 변화로 
인하여 선급의 규칙만으로는 선체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선체가 운항하는 
해상 상태를 고려하여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파랑하중에 대한 
선체 운동해석과 구조해석으로 선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직접구조해석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일부 선급에서는 이러한 직접구조해석 기법을 피로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표기법(notation)을 지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DNV선급의 CSA-FLS2, LR선급의 FDA level III, 
ABS선급의 SFA 표기법 등이 있다. 

최근 당사에서는 특수선 건조에 스펙트럴 피로해석이 
요구되었으며 당사에서 개발한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DNV선급의 CSA-FLS2 해석 방법론을 적용한 
선박을 대상으로 외판 용접부의 피로 해석 결과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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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펙트럴 피로해석 
 
선박의 피로수명은 일반적으로 식(1)과 같이 

Miner-Palmgren 식으로 계산하며 피로 손상률 D≧1.0이면 
파단이 일어난다. D = ∑       (1) D = ∫ ∙(∆)(∆) ∙ d∆σ   (2) 
여기서,  
f(Δσ) :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N(Δσ) : 응력 범위 Δσ에서의 피로 수명 
n0 : 응력 범위 Δσ의 총 작용 횟수 
 

정확한 피로수명 계산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응력으로부터 Rainflow counting 방법 등을 통해 얻어
지는 응력범위(Δσi)와 작용횟수(ni)에 대해 피로 손상률을 계
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수행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설계 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므
로 선박의 피로해석에서는 단기해상상태에 대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해석을 수행하고 장기분포해석으로 확장한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해석에서는 각 주파수별 파도에 대한 
선박의 동적 응답으로부터 PSD(Power Spectral Density)를 
구하고 이 PSD의 특성을 나타내는 몇 개의 통계적 수치를 
계산한다. 그 후 계산된 몇 개의 통계적 수치로부터 확률분
포를 나타내는 PDF(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얻게 되
며 최종적으로 피로 손상률을 계산한다. 

스펙트럼 해석의 첫 번째 과정으로 WASIM과 같은 운동
해석 프로그램으로 단위 파고에 대한 선체의 동적 응답을 구
한다. 이러한 응답을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 
또는 Transfer Function(전달함수)이라고 하는데, 이 RAO는 
파도에 의한 외력이 선체에 전달되어 압력하중, 운동 등을 
유발시키는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Spectral Fatigue는 Stress Transfer Function(응력전달함
수)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 Full Stochastic Analysis(이하 FSA)
와 Component Stochastic Analysis(이하 CSA)로 나뉘어진
다. 

FSA에서는 응력집중부에서 응력집중이 고려된 주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주파수와 진입각별로 계산된 압력분포
를 외력으로 작용시켜 구조해석을 수행하며 이렇게 계산된 
응력으로 Stress Transfer Function 을 계산한다. 이러한 계
산을 위해서는 약 800여개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CSA에서는 각 응력성분별로 단위 모멘트나 압력에 대하
여 응력집중부에서의 응력인 Stress Response Factor, Ak (응
력응답계수, SRF)를 계산하고 RAO(Hk)와 곱한 후 선형 합하
여 식(3)과 같이 Stress Transfer Function 을 계산한다. 

H(ω|θ) = ∑ H(ω|θ)            (3) 
 
Stress Transfer Function 계산 후 과정은 FSA와 CSA가 

동일하다. 식(3)과 같이 계산된 Stress Transfer Function에 
제곱을 취하고 식 (4)의 Pierson-Moscowitz 파 스펙트럼을 
곱하면 식(5)와 같이 응력범위 PSD를 얻는다. S(ω|H , T) =   ωexp −   ω (4) S(ω|H , T , θ) = |H(ω|θ)| ∙ S(ω|H, T) (5) 

 
응력범위 PSD는 주파수, 유의파고, 주기, 진입각의 함수

가 된다. 식(5)에서 얻어진 응력범위 PSD의 모멘트 값을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 = ∫ ω ∙ S(ω|H , T , θ)dω  (6) 

 
단기해상상태에서는 응력 peak의 발생에 관한 확률밀도 

함수를 식(7)과 같이 Rayleigh PDF로 가정할 수 있다. f(∆σ) = ∆ exp − ∆ (7) 
 
20년 동안의 해상 상태를 Weibull 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고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식(2)의 PDF를 식(8)과 같이 
Weibull분포로 가정하면 식(9)와 같이 Simplified Method 수
식이 된다. f(∆σ) =  ∙ ∆  ∙ exp − ∆  (8) D = ̅ ∑ Γ 1 +   (9) 

 
이때 사용된 Weibull 분포는 h와 q를 변수로 갖는 

2-Parameter Weibull 분포로 가정하였다. 
 

3. 외판 용접부 피로 수명 계산 
 

3.1 대상 선박 및 계산 위치 
 

스펙트럴 피로해석을 FSA와 CSA에 대하여 수행하고 그 결
과를 비교하였다.  대상 선박은 다음과 같다. 

선박A: 셔틀 탱커 
선박B: LNG-FSRU 
계산 위치는 midship 위치에서 표시했을 때 Fig.1과 Fig.2에 

표시된 외판 용접부이다. 각각 midship typical frame과 midship 
bulkhead 위치에서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1 선박A의 피로계산 위치 
 

 
Fig.2 선박B의 피로계산 위치 

 
3.2 계산 방법별 응력 RAO 비교 및 검토 

 
Fig.3~Fig.6은 선박A의 경우에 대해 응력 RAO를 도시한 그

림이다.  

 
Fig.3 응력RAO (선박A, SSL31, M/S, CSA) 
 

 
Fig.4 응력RAO (선박A, SSL31, M/S, FSA) 

 
Fig.5 응력RAO (선박A, SSL31, M/S BHD, CSA) 
 

 
Fig.6 응력RAO (선박A, SSL31, M/S BHD, FSA) 

 
Fig.3~Fig.4에서 계산 방법에 따라 응력 RAO가 다르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CSA방법의 경우 전반적인 응력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M/S과 M/S BHD의 응력 RAO를 비
교해보면 CSA방법에서는 응력 RAO가 거의 차이가 없으나, 
FSA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된다. 

 
3.3 피로 수명 평가 결과 

 
계산된 응력RAO로부터 피로 손상률을 계산하면 Table 1과 

같다. 이는 응력 RAO의 경향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Table 1 Results of the fatigue calculation 
Location Fatigue Damage Ratio 

CSA FSA 

Ship A, SSL31 M/S 2.807 0.975 
M/S BHD 2.808 0.764 

Ship B, SL27 M/S 1.998 0.674 
M/S BHD 1.949 0.534 



3.4 해석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 검토 
 
CSA방법을 이용한 응력 RAO계산식은 식(3)과 같다. 이때

External Pressure와 Internal Pressure에 의한 외판의 굽힘 응력 
성분은 A4에서 반영되며 다음 식(10)과 같이 계산된다. A = ±0.5	p	 s t  K  (10) 

여기서, K는 굽힘응력에 대한 응력집중계수이며 p는 압력, s
는 spacing, tn은 판 두께이다. Fig.7은 Fig.3에서 보여주는 조합
된 응력 RAO 중에서 A4성분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Fig.7 A4성분의 응력 RAO(선박A, SSL31, M/S, CSA) 

 
Fig.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4성분의 RAO는 전체 RAO성분

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판의 굽힘 응력이 피로 
손상율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DNV선급의 CN 30.7에 따르면 판의 굽힘응력 성분이 아주 
큰 응력집중부에는 식(11)과 같이 유효 응력(effective hot spot 
stress)을 적용할 수 있다. ∆σ, = ∆σ, + 	0.6	∆σ,  (11) 

여기서,  ∆σ, 는 막응력(membrane stress), ∆σ, 는  
굽힘 응력(bending stress)이다.  

유효응력 개념을 적용하여 CSA 방법의 피로 손상율을 다시 
계산하였고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Damage ratio with effective hot spot stress 
Location Fatigue Damage Ratio 

CSA (effective stress) FSA 

Ship A, SSL31 M/S 0.587 0.975 
M/S BHD 0.594 0.764 

Ship B, SL27 M/S 0.620 0.674 
M/S BHD 0.575 0.534 

 
계산 결과 선박A의 경우에는 피로손상율이 유효응력을 고려

한 CSA결과가 FSA 결과보다 적게 계산되었으나, 선박B의 경우
에는 FSA 결과와 유사하게 계산되었다. 

 
 

4. 결 론 
 
스펙트럴 피로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외판 용접부의 피로 

수명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계산 방법에 따라 허용 
손상률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결과를 얻었다. 

허용 손상율을 넘어설 경우 구조의 보강을 통해 피로 
수명을 만족시켜야 하나, 이 같은 경우 상당히 넓은 영역의 
외판 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비용면에서 상당한 손해가 
있다.  

하지만, 좀더 엄밀한 평가법을 적용할 경우 허용값 
이내로 피로 손상률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CSA 방법에서 외판의 굽힘 응력 성분에 대한 
적용을 과도하게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업에서는 CSA 방법을 통한 평가 후에 피로 수명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FSA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피로 수명이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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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mi-Submergible Heavy Lift Carrier,  
Dae-hun Kim†*, Hyung-ju Nam*, Kyu-ho Lee* and Sung-kwang Shin* 

 
 

Abstract  
 

Semi-Submersible Heavy Life Carrier is a ship designed to load and unload cargoes on deck by temporarily submerging for 
carrying cargoes by use of ballast water. This ship can be loaded in various sizes and types of cargo and in the case of large 
cargo beyond the scope of the width of ship.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load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cargo. 
Therefore study is need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ad distribution and analysis technique. We would like to describe 
analysis technique and applying method of the load distribution for the large cargo beyond the scope of the width of ship. 
 
Keywords: Semi-Submersible Heavy Life Carrier(SSHLC, 반잠수식 중화물 운반선), Load distribution(하중 분포),  

Semi-Submersible Rig(반잠수식 장비)  
 

1. 서 론 
 
반잠수식 중화물 운반선(Semi-Submersible Heavy Lift 

Carriers, 이하 SSHLC)는 Fig. 1 ~ 2 와 같이 Ballast 
Operation을 통해 일시적인 반 잠수를 가능하게 하여 해상에 
떠있는 각종 장비, 선박과 해양구조물 등의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선박이다.  

 
이러한 SSHLC는 Deck상에 다양한 화물을 실어야 

하므로 Deck에는 구조물이나 의장품이 없고 선박 내의 
이동과 접근을 위한 시설(Passage way)도 Ballast Hold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선미부분에 이동식 Buoyancy 
Casing을 설치하여 반 잠수로 화물을 적재 및 하역 시 
부력을 확보해주고 선미(Stern)에서 화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선수 쪽으로 이동 배치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Fig. 1  Semi-Submergible Heavy Lift Carrier (Singking) 

 
Fig. 2  Semi-Submergible Heavy Lift Carrier (Seagoing)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SSHLC는 부력을 가진 화물과 그렇지 않은 화물을 모두 
적재하여 운항할 수 있고 Stability가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화물의 크기 제한이 거의 없어 SSHLC의 폭보다 큰 대형 
화물도 적재할 수 있다.  

 
부력을 가진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 등은 근해나 잔잔한 

바다에서 SSHLC가 일시적으로 반 잠수하는 방식으로 적재 
및 하역이 가능하고 부력이 없는 구조물은 SSHLC가 항구에 
접안하여 크레인이나 Transporter등을 이용하여 선박의 
측면이나 선미로 적재 및 하역을 한다. 

  
이러한 SSHLC의 특성상 설계 시 운반할 화물의 종류와 

제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Deck Load Capacity 기준을 
선정하게 되며, 운항 중에 설계 시 고려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해야 할 경우에는 화물의 종류, 크기 및 하부 Supporter 
등을 고려하여 운송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화물이 SSHLC의 폭 범위 내에 적재될 경우에는 

Deck상에서 균일한 하중 분포를 보이게 되어 Deck Load 
Capacity의 만족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만, 폭을 벗어나는 
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Deck상의 하중분포가 바깥쪽으로 
편중되는 특성을 보이며, 크기와 위치에 따라 하중이 어떠한 
경향으로 분포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형 화물의 하중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SHLC의 Deck Longitudinal 위치 별로 작용하는 하중 분포 
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대상 선정 및 가정 

 
선박의 폭보다 큰 대형 화물은 당사에서 SSHLC의 설계 

시 선주의 요청으로 검토되었던 화물 중에서 가장 폭이 길고 
하중이 큰 반 잠수식 장비 (Semi-Submersible Rig)를 선정하
였다. 
 

 
Fig. 3  SSHLC loaded with Semi-Submersible Rig 
 

 
Fig. 4  Loading Distribution 
 

연구 수행 대상으로 선정한 화물의 형상은 Fig. 3 와 같으
며, 이러한 장비는 상부 구조물이 다양하여 하부의 하중이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장비의 하부에 발생
하는 위치 별 하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화물에 대한 경하
중량 자료를 바탕으로 구획 별로 경하중량을 배분하고 Fig. 
4 과 같이 의장품 및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는 위치를 고려하
여 총 중량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다. 

 
SSHLC의 Deck에 화물을 적재 할 때 화물의 종류, 

크기와 함께 적재 위치도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Strength와 Stability 측면에서 보강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각각의 화물에 대해 적절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선박의 길이방향 적재 위치에 따라 화물에 작용하는 

Vertical Acceleration 값이 변하기 때문에 대상 선박에 
대해서 우선 Fig. 5 와 같이 길이 방향 한계범위를 지정해 
주었고, 폭 방향으로는 기본적으로 화물의 무게 중심이 0인 
상태로 적재 되기 때문에 화물의 무게 중심위치와 선박의 
중심위치가 같도록 가정하였다. 



 

 
Fig. 5  Loading Description of Semi-Submergible Rig 

 
그리고 선박에 화물을 적재할 때 설치하는 Supporter는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화물을 지지하고 있으며 운항 중 
선박의 Motion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Longitudinal과 Transverse Acceleration에 대해서 별도로 
고려되었다고 가정하여, 순수한 화물의 하중과 그에 따른 
Maximum Vertical Acceleration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3. 연구 내용 
 
화물을 적재했을 때 선박의 Deck Longitudinal 위치 별로 

작용하는 하중의 양을 계산하기 위하여 대상 화물을 큰 부재 
위주의 적절한 크기로 Modeling을 하고, 각 위치 별로 
계산된 중량을 Pressure의 형태로 주어 실제 하중이 상부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편중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SSHLC의 Deck에 접하게 되는 화물 하부에 나타나는 
수직방향의 Reaction Force 값을 분석하여 화물의 실제 
하중 분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본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MSC PATRAN/NASTRAN을 
이용하였다. 

 
3 – 1. F.E Modeling 
 

 
Fig. 6  F.E. Modeling 

 
우선, 대상 화물의 제원을 바탕으로 Fig. 6 와 같이 중량 

구현에 필요한 큰 부재들만 Shell Element로 Modeling하고, 
하중 분포를 Deck Longitudinal 간격으로 정확히 살펴 보기 
위하여 선박과 접하는 부분은 같은 간격으로 상세히 구현 
하였다. 이 때 화물의 물성치는 Deck 바깥쪽에서 최대한 
극심한 하중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3 – 2. Boundary Condition 
 

 
Fig. 7  Boundary Condition 

 
Fig. 7 과 같이, 동일한 Deck Longitudinal 위치의 Node는 

MPC (Multi Point Constraint)를 사용하여 거동을 제어하였고  
수직 방향을 고정시켜 각 Longitudinal 위치의 Reaction 
Force 합이 한 번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의 부가적인 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Model 하부의 중간 지점의 X, Y 방향을 구속하였다.  

 
3 – 3. Loading Condition 
 

 
Fig. 8  Loading Condtion 

 
Vertical Acceleration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 구획의 

중량의 값을 Pressure로 환산하여 Fig. 8 과 같이 각 구획의 



하부에 작용시켰다. 
 
3 – 4. Reaction Force Calculation 
 

 
Fig. 9  Reaction Force 

 
구조해석을 통하여 Fig. 9 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수직방향으로 구속한 각각의 Node에 발생하는 Reaction 
Force 값을 모두 더한 Total Reaction Force 값이 화물의 
전체 중량과 유사하게 구현되는지 비교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4 - 1 해석 결과 분석 
 

 
Fig. 10  Total Reaction Force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서 나온 Reaction Force 값을 각 

Deck Longitudinal의 위치 별로 Fig. 10 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고, Model 상의 경계지점의 효과로 인해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사값으로 보정해 주고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값이 대칭이 되지 않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좌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큰 값으로 
맞춰주었다. 그리고 그래프의 중앙부에 Reaction Force의 
방향이 반대로 나오는 부분들은 실제 Deck에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었다. 
 

4 – 2. 결과 적용 
 
결과 적용을 위해 지정된 Deck Uniform Load를 기준으로 

설계 및 검증이 완료된 Model을 준비하고, 앞에서 계산된 
Deck Longitudinal 별 하중 값을 Supporter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여 Fig. 11 ~ 12 과 같이 작용시켰다.  

 

 
Fig. 11  Applied Forces on Deck (Sec. View) 

 

 
Fig. 12  Applied Forces on Deck (ISO View) 
 

그리고 하중이 적용된 구조해석 결과를 검토해보면 하중 
분포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Deformation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Fig. 13 ~ 14 와 같이 Side 
shell과 Transverse Web 바깥쪽 부분이 전체 하중의 
대부분을 지지하게 되어 이에 대한 추가 보강이 필요하였다. 

  



 
Fig. 13  Deformation (Sec. View) 

 

 
Fig. 14  Deformation (ISO View) 

 
5. 결 론 

 
1) 본 연구를 통해서 SSHLC의 폭 보다 큰 대형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Side에 집중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SSHLC는 설계 시 Deck Uniform Load의 Capacity가 
Scantling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 그래서 전 
구간을 동일한 Deck Uniform Load로 설계한다면 선박의 
폭 보다 큰 대형화물을 운송하는 데 제약이 생기거나 
운송이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형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SSHLC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하중 분포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Fig. 15 과 같이 Deck Uniform 
Load Capacity를 갖는 SSHLC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5  Deck Loa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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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설치 FPSO의 플레어 슬래밍 하중에 대응한 선수 설계 
김을년, 박태현, 하심식, 윤기영(현대중공업㈜ 해양구조설계1부) 

 
Bow Structure Design of the FPSO installed in the North Sea 

under the flare slamming load 
 

 

요 약 
 

This paper is about the bow structure design of a ship type turret moored FPSO which is subjected to the bow-flare slamming 
load in harsh north sea environments. The design impact pressure is estimated considering measured data from model tests,
COMPANY Feed Data, requirements of the Class. rule and numerical simulation analyses. Based on the obtained design load, 
plastic design formula based on the Class. rule has been applied for the initial structure scantling of the bow structure. To verify 
the structural integrity, FE analyses are carried out considering the local area of the impact. Their results such as structural 
arrangement, design loads and scantlings are shown and discussed. 

 
 
Keywords: Bow flare impact(선수충격), Slamming(슬래밍), Design load(설계하중), Structural design and analysis(구조설계 및 해석)  
 

1. 서 론 
 
해상에 부유한 선박 및 선박형태의 FPSO가 

선수충격(Bow flare Impact), 갑판침수(Green Water), 
선저슬래밍(Bottom Slamming) 등의 하중을 받아 손상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으며 이들 하중은 선체와 FPSO의 국부 
구조부재 강도뿐만 아니라 휘핑(Whipping) 현상으로 선각 
종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 주요 인자이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하중들 중에서 선수충격 하중에 
대응하는 구조부재 설계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북해의 거친 
해상에 설치되며 터렛으로 계류된 선박형태의 FPSO을 
대상으로 한다. FPSO의 선수부의 형상은 복잡한 곡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기본 부재는 판, 보강재 
그리고 웨브 프레임, 횡주요지지 부재 등이며 선수 충격압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선수 충격하중에 대한 연구로, Yoon(2001) 등은 고속 
대형 컨테이너선의 Buckling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수구조에 보강재의 횡방향 배치를 도입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Brizzolara(2008) 등은 슬래밍 하중의 
크기와 분포를 알기 위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실험값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 (2003a and 
2003b)은 쇄파 충격하중과 입수 충격하중에 대한 계산법을 

탱크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실적선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외판두께 계산을 수행하고 선급식들과 기존논문들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1은 북해에 설치예정인 FPSO를 나타낸 것으로 
터렛으로 계류되어 있어 선수부가 파도의 진행방향으로 
향하며 일정 각도(Heading Angle)에 있는 선수구조는 
북해의 거친 파도(Harsh wave) 환경에 노출된다. 본 
FPSO는 영국의 북쪽에 위치한 Shetland섬에서 서쪽으로 
150km떨어진 해상의 400m 수심에 설치예정이며 기존 
운용중인 FPSO를 대체할 예정이다. 1998년부터 상업운용을 
시작한 기존 FPSO는 최근까지 약 10년간 각종 선체 손상이 
보고 되었으며 선수 충격압에 의한 외판과 웨브 손상도 
포함되어 있다. 

선수 구조부재 설계를 위한 선수 충격하중은 모델 테스트 
자료, 선주의 Feed자료, 선급의 해양구조물 규정에 의한 
요구 하중, 설치해역의 해상자료를 이용한 수치해석으로 
계산한 값으로부터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계하중으로 
구조부재 배치와 초기 치수를 소성붕괴이론을 적용하는 
CSR(2010) 규정으로 결정하였으며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항복강도와 좌굴강도를 기준으로 구조물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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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hip type turret moored FPSO 

 
 

2. 선수 충격 설계하중 
 
본 연구에서는 선수 구조부재 설계를 위한 하중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2.1 선주사의 Feed 자료 
선주사(COMPANY)의 Feed 자료에 따르면 국부 영역의 

선수 충격압은 800 kN/m2 이상으로 16 m2의 면적에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2.2 모델 데스트 결과 

모델 테스트(Model test)는 네들란드의 해양연구소 
MARIN에서 1/64크기로 수행하였으며 FPSO모델은 
Soft-mooring 상태에서 주어진 해상조건으로 선수에 
압력게이지를 부착하여 발라스트조건(Ballast condition) 
조건과 만재흘수조건(Full loaded condition)에서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계측된 최대값은 894.5 kN/m2이다.  

 
2.3 선급규정의 요구치 

본 연구에서는 LR의 해양구조물 설계 규정인 
FOIFL(2008)과 DNV의 해양구조물 규정인 
DNV-OS-C102(2008)를 기준으로 선수 충격압을 
계산하였다.  

FOIFL(2008)에는 CSR의 Section 8.3 또는 LR의 
선박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FPSO는 
터렛으로 계류된 FPSO임으로 CSR(2010)의 선수 충격압 
계산시 최소 선박속도는 10 knots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국부 설계압 작용 면적은 13.3 m2 정도이다. 

DNV-OS-C102(2008)에서는 DNV 선박규정에 따라 선수 
충격하중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선박의 
운항속도는 8 knots로 규정되어 있으며 설계 충격압의 
37.5%를 선수 외판 전 영역 걸쳐 분포시킨 후 직접 해석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Kim(2001) 등은 선급규정으로 선수 충격압을 계산할 때 

부정확한 Flare각도와 위치의 정보 입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 계산 시간단축을 위하여 자동으로 선수 
충격압을 계산하는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ig. 2는 Kim(2001)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SR(2010)을 기준으로 충격압력 분포를 계산한 
것이며 최대 충격압력은 553 kN/m2이다. 
 

 

 
 

Fig. 2 Pressure distribution on bow flare by CSR(2010) 
 

2.4 수치해석 결과 
한편, FOIFL(2008)은 선수 형상이 특이하거나 거친 

해상에 운용하는 경우, 설치해상의 특성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슬래밍 
하중해석을 국제공동참여 산업프로젝트(SAFE-FLOW 
JIP/EU, 2004)에서 개발한 선수충격과 갑판침수 하중을 
구하는 BOW-LAB 프로그램으로 수행하였다. 

Fig. 3은 발라스트와 만재흘수 조건에서 플레어 슬래밍에 
의한 충격압을 받는 FPSO의 선수 부분의 해석모델과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선수충격하중에 의한 플래어 구조 
응답은 구조물 자체의 고유주파수와 관련하기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MSC/NASTRAN)을 이용하여 
모달해석(Mod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각 국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9.2 Hz에서 19.58 Hz 사이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하중의 지속시간(Duration time)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DAF(Dynamic Amplification Factor)를 구하여 시간에 
따른 동적하중을 등가의 응답을 만들어 내는 정적하중으로 
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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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arget structure shape for the flare impact analysis  

 
본 대상 선박은 터렛 계류되어 환경 조건의 변화에 

대응해 선수각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랑조건의 고저에 따라 슬래밍 하중이 가해지는 부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파랑에 따른 슬래밍 
발생 위치를 산출하였다.  

Fig. 4는 발라스트조건에서 FPSO의 상대 
선수각(Heading angle)별로 충격응력 추출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으로부터 나타난 값 중 영역내 최대치를 
기준으로 설계압력을 선정하였다.  

 
Fig. 4 Expected front structure regions likely to be impacted 
by the flare slamming load (Ballast condition) 
 

선체 외판의 두께 변화는 블록시임 라인(Block seam 
line)으로 나타나며 설계하중 분포 영역 선정할 때도 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수치해석에서 나타난 최대값은 
최대값은 1000 kN/m2 이다.  

Table 1은 앞서 구한 각 방법별, 최대 선수 충격압을 
비교한 것이다. 수치해석에 의한 선수 충격압력은 
CSR(2010)의 요구치 보다 약 1.8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계압력은 선주사의 Feed 자료 및 선급 
요구치, 모델 테스트 결과, 수치해석 결과를 모두 만족하는 
조건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분포는 Fig. 5와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maximum design pressure (kN/m2) 
 Pressure 

Feed data 800 
Results of model test 895 
Requirements of CSR 553 

Numerical analysis results 1000 
 

 
Fig. 5 Design impact pressure and applied area 
 

3. 구조부재 치수 선정과 강도 계산 
 

2절에서 설정된 설계영역과 충격압력으로 CSR(2010), 
Section 8에 정의된 설계식으로 판부재와 종 및 횡보강재, 
웨브 프레임(Web frame)의 초기 치수를 선정하였으며 Fig. 
6과 같다. 초기치수 선정을 위한 설계식은 기본적으로 
소성붕괴이론(Plastic collapse theory)을 채택하고 있다.  
 

 
Fig. 6 Scantling plate thickness(mm) 

 
선정된 초기치수를 기준으로 선수부의 구조치수를 

결정하고 이의 강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충격압을 
16m2(4mx4m) 면적에 선수영역의 구조 취약부에 대하여 
영역별로 모두 검토하였다. Fig. 7은 선수구조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설계압력을 적용한 예이다. 



 

 

 
Fig. 7 Example of applied impact pressure area  

 
Fig. 8과 9는 각각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나타난 

von-Mises 등가응력과 좌굴강도 Usage Factor를 나타낸 
예이다. 항복강도 평가시 허용응력은 공칭 
항복응력(Nominal yield stress)으로, 좌굴강도 Usage 
factor는 1.0으로 평가하였다. 

 

 
Fig. 8 von-Mises equivalent stress under design impact 
pressure(N/mm2) 

 

 
Fig. 9 Usage factor for buckling strength evaluation 

 

소성붕괴이론을 적용하여 선정된 외판부재, 보강재, 
웨브판 등의 초기치수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직접 구조해석 
을 수행하여 항복강도와 좌굴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절에서 결정한 
선주사의 Feed 자료, 모델테스트 결과, 선급의 요구치, 
수치해석 결과를 만족하도록 선정된 선수 설계충격압으로 
소성붕괴이론을 적용한 부재 초기치수 선정은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직접해석 결과보다 보수적인 설계 
접근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은 북해의 Shetland섬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해상의 400m 수심에 설치되는 터렛으로 계류된 
선박형태의 FPSO의 선수 충격하중 선정과 이에 대응하는 
구조부재 설계에 관한 것이다.  

해당 설치해역의 해상자료를 이용하여 직접해석으로부터 
구한 충격하중은 CSR(2010) 요구치 보다 1.8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상선과 달리 북해에 설치되는 
FPSO의 경우, 하중 선정은 수조에서 모델 테스트 수행과 
설치해역을 고려한 수치해석도 병행하여 충격하중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주사의 Feed 자료, 모델테스트 결과, 선급의 요구치, 
수치해석 결과를 모두 만족하도록 선정된 설계압력으로 
소성붕괴이론을 적용한 초기치수 설계식으로 판부재와 
보강재 치수를 선정하였다. 유한요소법에 의한 직접해석으로 
강도 증명을 수행하였으며 선정한 초기 부재치수는 
좌굴강도와 항복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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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열원 화염에 대한 노즐 배치 별 열원 차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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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fire suppression by nozzle arrangement from Burner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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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considerable interests in high-temperature heat source from flare system (or burner boom) of the offshore units(or ship) have been 
increased, control of the suppression of fire generating high-temperature heat source is looming large. In general, the straight type of the 
arrangement of nozzle is used, and another types such as a triangle type and an inverted triangle type are used and hence decrease 
high-temperature heat source from flare system, we propose the inverted triangle typ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f the fire suppression 
tests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nozzles’ arrangements from the burner tip. 

 
Keywords: Fire Suppression(화염억제), Nozzle Arrangement(노즐배치),Flare System(플레어 시스템) 
 

1. 서론 
 
해양플랜트는 일반 선박과는 달리 유전 또는 가스 채굴

지점에 설치된 이후 약 3년에서 30년까지 운용되므로 이에 
따른 설계상의 고려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바람이
나 파도 등의 기후적 영향과 해상의 특수한 환경적 상황은 
물론 석유제품의 생산으로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안정성 확
보와 관련된 다양하고 난이도 높은 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
구는 Drillship, Semi-rig에 적용되고 있는 Flare System의 구
성원인 Water Spray Boom 구조를 고 열원에 대한 최적의 
Water Curtain Pattern을 분석하여 Flare System의 적절한 
노즐배치에 따른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Fig. 1 Flare System for Drillship 

 

 
Fig. 2 Flare System for Drillship 

 
2. 해석 및 실험적인 방법 

 
2.1 해석적인 방법 

 
  삼각형, 역삼각형, 일자형 노즐의 배치에 따른 유동해
석에 앞서 노즐 단품인 Multi Nozzle의 유동의 해석을 먼
저 수행하여 Multi Nozzle의 분무 패턴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Multi Nozzle 1개로 이루어진 노즐의 배치에 정
보를 알고 한다. 일반적으로 밸브, 펌프, 해상 구조물 
등과 같이 유체 유동해석을 진행하는 Process는 위의 
Fig.3과 같이 진행된다. 유체가 차지하는 영역인 유동장
의 형상을 분석하여 설계에 있어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결과를 예측하고 실제 유동장과 조건을 검토, 실제의 시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스템을 형성하는 경계조건 및 해석조건을 파악한다. 이
러한 사전의 검토를 거친 후, 제시된 도면을 기초로 하
여 3D Modeling 작업과 Grid Generation을 수행하여 실
제 해석하고자 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수치연산을 수행
하여 결과를 얻으며, 이렇게 얻은 결과는 이론적 검토를 
거쳐 추후 필요시 추가적인 모델의 변경이나 경계조건
의 변경을 통해 재해석 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수치해
석 시 수치해석 전문 상용 툴인 ANSYS-CFX V12.1을 
사용하였다. 
 

 

Fig. 3 CFD Analysis Flow Chart 
 
2.1.1 Fluid Domain and Grid generation 
 
  유동 해석 시에는 구조물 자체가 아닌 내부의 유체가 
유동하는 영역에서의 영향을 분석함이 목적이므로 이 
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유동 영역(Flow Region)을 
따로 생성하여야 한다. Fig. 4의 우측 형상은 3D 
모델링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유동 영역 모습이며 
경계조건에서 각 유량이나 유체 압력의 차이만 있을 뿐 
유동영역의 형상이나 격자의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 
내부 유체의 유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체가 차지하는 
영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내부의 격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아래 격자의 생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 하였다. 
 

 
모델링 

 
Multi Nozzle Grid 

Fig. 4 Grid Generation 

유동 해석 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격자의 생성이다. 유로를 완성한 모델에서 입구에 주어
진 경계조건은 그 경계조건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 
Node와 Element를 거치게 되는데 특별한 형태가 없는 
직관의 경우와는 다르게 복잡한 구조물을 가진 모델의 
경우에는 그 형상에 따라 속도와 압력의 변화가 매우 커
지게 된다.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유동 영역에서 격
자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크기와 형태가 적절하지 않을
시 정확한 결과 데이터를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본 연
구에서는 Fig. 3과 같이 압력과 속도의 변화가 큰 한 모
델 및 형상에 대해 격자의 크기, 개수, 밀집도 등의 변
화를 주어 해석을 진행한 뒤 격자 수에 따른 결과 데이
터의 변화가 적으면서 계산 시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되지 않는 적정량과 품질의 격자를 생성하였다. 
2.1.2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Fig. 3 의 해석 영역에서 경계조건으로 다음의 Table 

1과 같은 조건을 주었다. 
 

 
Fig. 5 Fluid domain 

유동 해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자체의 형상이 
아닌 유동 영역(Flow region)이 필요하며 이때 사용된 
프로그램은 유동 해석을 위한 ANSYS V12.1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Fig. 5에 나타낸 형상이 유로 부를 생성시킨 
모습이다. 
 

Table 1. Boundary Condition 
입구(Inlet) 5 bar, 6 bar 
출구(outlet) Opening 1 [atm] 
벽면(wall) No Slip Condition(점착조건) 

impermeable Condition(비침투조건) 
유동모델(Flow model) Steady state 
난류모델(Turbulent 

model) SST model 
 



본 해석에서는 입구로부터 일정한 유속으로 유체
가 흐르고 있으므로 유체와 접하는 모든 고체의 벽
면에서는 점착조건(No-slip condition) 및 비침투조
건(impermeable condition)을 두었다. 해석에 있어 
주요한 것은 유체가 안정적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노
즐에서 분사되는 분사패턴이므로 해석상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유동장의 변화보다는 안정상태에의 각
각의 parameter의 값이므로 유동은 3차원 정상상태
(steady state)이고, 작동유체는 물로 비압축성
(incompressible) 유동이라 가정하고 계산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난류모델을 주유동
장에, 난류모델을 벽면 근처의 경계층영역의 
해석에 사용하는 SST(Shear Stress Transport)모델
을 사용하였다. 

 

Table 2. Multi Nozzle 유동해석 결과 
Multi 

nozzle 
Case 

최대방사거리 
[m] 

최대방사폭 
[m] 

방사각 
[deg] 

유량 
[kg/s] 

최대방사폭의 
방사거리 [m]

5 bar 7.871 21.680 124.26 16.01 5.732 
6 bar 8.679 25.465 130.89 18.17 6.024 

 

Table 3. Multi Nozzle 유동장 분포 

Water Volume Fraction 

입구압력 6 Bar 입구압력 5 Bar 

 

 

 

Water Velocity Field 

 

  
 
노즐의 배치를 삼각형 타입, 역삼각형 타입, 일자형 
타입으로 하여 배치 형상에 따른 화염의 열 차단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물 입자가 분표하는 전체영역의 Volume을 
산출하고, 분사패턴의 표면적을 ISO Surface로 표현하여 
면적을 구해 비교하였다. 배치형상에 따른 유동해석 결과, 
작동압력이 높을 수록 물 입자가 도달하는 분사패턴의 
표면적과 물이 분포하는 물 입자의 최고 분사속도는 배치 
Case 2의 작동압력 6 bar에서 44.1321 m/s로 관찰되었다. 
분사패턴의 표면적은 배치 Case 3에서 작동압력 6 bar일 
때, 849.542 m2으로 가장 넓은 표면적이 산출되었고, 
물입자 분포 영역 또한 571.634m3으로 가장 큰 영역이 
산출되었다. 배치 Case3은 작동압력 5bar의 경우도 다른 
형상과 비교하여 가장 큰 면적과 영역이 산출되었다. 
분사패턴을 관찰한 결과, 분사 최고 높이는 배치 Case2 
형상에 작동압력 6bar일 때 8.89m로 가장 높이 분사되는 
것으로 관찰 되었으나,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분무의 양은 
배치 Case3 형상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Result Data of Fluid Analysis by Nozzle Arrangements 

Case Surface
(m2) 

Volume 
(m3) 

Max. 
Velocity
(m/s) 

Max. 
Height
(m) 

일자형 
(Case1)

5 bar 537.716 464.013 34.3166 7.82 
6 bar 720.874 515.655 39.7851 8.24 

삼각형 
(Case2)

5 bar 617.132 498.828 37.4595 8.58 
6 bar 823.138 553.608 44.1321 8.89 

역삼각형
(Case3)

5 bar 640.083 513.563 34.133 8.42 
6 bar 849.542 571.634 40.6073 8.85 

 



 

 
Fig. 6 일자형 타입(Case 1) 노즐배치 

 

 

 
Fig. 8 삼각형 타입(Case 2) 노즐배치 

 

 

 
Fig. 8 역삼각형 타입(Case 3) 노즐배치 

 
2.2 실험적인 방법 
  노즐 배치형태(삼각형, 일자형, 역삼각형)별로 
Water Curtain에 의한 각 1MW, 2MW, 3MW급의 
화염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온도 및 열 유량(Heat 
Flux)을 측정한다. 여기서 열원과 Water Curtain간의 
간격은 4m 이고, 구조물의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8m이다. 
 

Fig. 9 배치 Layout 



Table 5. 노즐 배치별 설치방법 
구 분 설치형태 설치방법 비 고

Type 1 일자형 
(―) 

설치간격 : 수평 1 m 간격 
설치높이 : 지면으로부터 
2.8 m 

수평 3
개 

Type 2 삼각형 
(△) 

설치간격 : 하단부 – 수평 2 
m 간격 
상단부 – 하단부에서 중앙 
상부 
설치높이 : 하단부 - 지면으
로부터 2.8 m 
상단부 – 하단부에서 1 m 상
부  

하단부 
2개 
상단부 
1개 

Type 3 역삼각형 
(▽) 

설치간격 : 하단부 – 상단부 
중앙 하부 
상단부 – 수평 2 m 간격 
설치높이 : 하단부 - 지면으
로부터 2.8 m 
상단부 – 하단부에서 1 m 상
부 

하단부 
1개 
상단부 
2개 

 

 
Fig. 10 노즐 배치 별 Water Curtain 분석 

 
 
 
 

Table 6 화염차단 성능결과 비교 

 
 

 

Fig. 11 화염차단 성능평가 비교 
 
Table 6 과 Fig. 11의 화염차단 성능평가 비교하면 
일자형의 전체평균 열 감소율(%)이 78%, 삼각형의 
전체평균 열 감소율(%)이 66%, 역삼각형의 전체평균 
열 감소율(%)이 84% 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노즐의 배치를 삼각형 타입, 역삼각형 타입, 일자형 
타입으로 하여 배치 형상에 따른 유동해석 결과, 
작동압력이 높을 수록 물 입자가 도달하는 분사패턴의 
표면적과 물이 분포하는 물 입자의 최고 분사속도는 배치 
삼각형타입의 작동압력 6 bar에서 44.1321 m/s로 
관찰되었다. 분사패턴의 표면적은 배치 역삼각형타입에서 
작동압력 6 bar일 때, 849.542 m2으로 가장 넓은 표면적이 
산출되었고, 물입자 분포 영역 또한 571.634m3으로 가장 큰 
영역이 산출되었다. 역삼각형타입의 배치는 작동압력 
5bar의 경우도 다른 형상과 비교하여 가장 큰 면적과 영역이 
산출되었다. 분사패턴을 관찰한 결과, 분사 최고 높이는 
삼각형 타입의 형상에 작동압력 6bar일 때 8.89m로 가장 
높이 분사되는 것으로 관찰 되었으나,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분무의 양은 역삼각형 타입의 형상이 많을 것으로 
유동해석의 결과로 얻을 수 있었고, 실험적인 결과로는 
Table 6 과 Fig. 11의 화염차단 성능평가 비교하면 
일자형의 전체평균 열 감소율(%)이 78%, 삼각형의 
전체평균 열 감소율(%)이 66%, 역삼각형의 전체평균 
열 감소율(%)이 84% 임을 알 수 있다. 
 
Drillship과 Semi-rig선의 Flare System의 Flare Tip에서 
나오는 화염을 Water Curtain에 의해서 Fire Suppression이 
잘되는 Nozzle배치에 대한 패턴을 분석 및 Flare Boom에 
의한 배 전체의 HRS(Heat Radiation Study)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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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헬리데크에서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의 배치와 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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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analysis and configuration of heat tracing cable in offshore 
heli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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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온지역에서 사용되는 해양 구조물의 알루미늄 헬리데크는 해양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헬리데크는
주위의 환경조건으로 인해 눈과 얼음이 형성되어 헬기의 이착륙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헬리데크 하부에 열선을 설치함으로써 얼음 또는 눈이 쌓여있는 곳에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헬기를 운행 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눈으로 덮인 상태를 고려하여 알루미늄 헬리데크에 설치하는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 배치에 대한 열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알루미늄 헬리데크에서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을 선택하여 헬리데크 설치에 반영하기 위한
형상변경에 대한 해석를 수행하였다. 
 
Keywords:  Helideck(헬리데크), Aluminum, Heat tracing cable(히트 트레이싱 케이블), Heat transfer(열전달) 
 

1. 서 론 
 
해양구조물에 설치된 헬리데크는 Drilling Rig, Drill ship, 

FPSO, Fixed platform 등의 석유개발 해양 구조물 및 선박의 
상갑판에 설치되며 헬리콥터를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목적의 
장소로 사용된다, 헬리데크는 저온 지역에서 운용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조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환경조건은 CAP437, DNV-OS-E401, 
HSE 등의 헬리데크의 설계 기준으로 선급 규정에 따라 설계 
되어야 한다. 헬리데크 주위는 영하의 온도 에서 대기의 
수증기로 인해 얼음이 형성되거나, 눈이 헬리데크 플랭크의 
상판에 얼어 붙어 헬기의 이착륙 시 표면 마찰이 감소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헬리데크 
하부에 알루미늄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을 설치 함으로써 
얼음 혹은 눈이 쌓여있는 헬리테크 플랭크 상판의 제설 작 
업을 통해 표면 마찰을 유지함으로써 헬기의 안전한 이착 
륙을 유도 할 수 있는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알루미늄 헬리데크에서 해양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얼음 및 눈의 착빙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장치인 알루미늄 헬리데크 히트 트레이싱에 대하여 컨셉 

모델, 케이블의 설치가 용이한 생산 모델,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의 개수 및 케이블의 용량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 
하였다. 히트 트레 이싱 케이블이 헬리데크에 작용하는 열전 
달 해석에 대해 상용해석 프로그램인 ANSYS V14.0. 을 이 
용하였다. 

 
2. 헬리데크 히트 트레이싱의 설계 기준  

 
헬리데크 설계 기준에서 눈과 얼음으로 인한 헬리데크의 

하중 증가와 안전, 장비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헬리 
데크의 설계 시 저온 지역에서 얼음에 대한 하중은 배의 
길이에 따라 배의 수평 투영 면적에 대한 무게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 헬리데크 설계에서 눈에 대한 사항은 눈에 
대한 추가 하중 0.05 kN/m2 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 알루미늄 헬리데크 히트 트레이싱 기초 
설계에 사용되는 설계기준은 DNV Rulls for classification of 
ship으로 헬리데크의 결빙, 제빙 시스템에 대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nti-icing과 deicing을 필요로 하는 장비와 
구역은 2가지의 Category로 제시하고 있다. 헬리데크는 
Category Ⅱ에 속하며, 4 ~ 6시간 이 내 anti icing 및 de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icing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헬리데크에서 heating power 
capacity  300 W/m2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3. 헬리데크 히트 트레이싱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3.1 해석모델 

 
Fig. 1 은 본 논문의 헬리데크 플랭크 형상으로 하부에는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해석 모델은 컨셉 모 
델, 케이블의 설치가 용이한 생산 모델, 히트 트레이싱 케 이 
블의 개수 및 케이블의 용량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Table 1 
은 헬리데크 형상에 관한 치수를 나타낸다.헬리데크는 주변 
환경에 따라 얼음 혹은 눈이 헬리데크 플랭크 상부에 부착 된 
다. 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히트 트레이싱 장비 를 
사용하면 하부의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로부터 발열 에 의한 
열을 플랭크 상부로 전달한다. 0 ℃ 이상으로 가열 된 플랭크 
상판은 얼음이나 눈을 제거한다. 

본 논문에서 헬리데크 히트 트레이싱에 대한 설계요구사항 
은 다음과 같다. 

(1) 헬리데크 히트 트레이싱 장비의 작동 시 눈 및 얼음이 
제거되는 플랭크 상부의 온도는 0 ℃ 이상 유지해야 한다. 
(2) 헬리데크의 설치 시 히팅 케이블의 설치는 용의해야 
하며, 플랭크와 플랭크의 연결부는 열 손실이 최소화 되는 
설계가 필요하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helideck  
Item 주요치수 

Height H 130 mm 
Width W 248 mm 

Thickness t 3 mm 
 

 
Fig. 1 Design of helideck plank 

 

3.2 사용환경 및 경계조건 
 

 
Fig. 2 Boundary condition of helideck plank 

 
Table 2 Air at 1 atm pressure  

Kinematic 
Viscosity 
( m2/s ) 

Thermal 
Conductivity 
( W/m℃ )

Prantdl 
Number 

Velocity 
( m/s ) 

1.169e-5 0.02211 0.7408 9.8 
 

Table 3 The experimental conditions 
Exp Layer Power(w) Cap Temperature(℃)
1 3 76.1 No -20 
2 3 82.2 No -20 
3 4 76.1 No -20 
4 4 82.2 No -20 
5 3 76.1 Yes -20 
6 3 82.2 Yes -20 
7 4 76.1 Yes -20 
8 4 82.2 Yes -20 

 
Fig.  2 에 헬리데크의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이며,  

Table 2 는 경계 조건을 정리한 표이다. 
 

 헬리데크가 설치되는 해양 지역의 온도는 -20 ℃, 
풍속이 9.8 m/s 의 저온 지역으로 가정하였다. 플랭크의 
빈 공간은 외부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두 막혀 
있다. 
 플랭크의 상부와 하부는 풍속에 대한 외부 강제 유동을 
적용한 대류조건을 적용하였다. 
 약 28 X28 m 크기의 헬리데크는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모 
델 이므로 주기 조건 설정하여 온도 자유도에 대한 커플링 
을 시행하였다.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의 종류는 사용 전력에 따라 2가지 
타입을 사용하며 각각 76.1 W/m, 82.2 W/m 가 사용된다. 

Table 2 는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 전력, 캡의 유무에 따른  
형상을 조건으로 하여 실험 계획표를 작성하였다. 
평판에 평행한 외부 강제 유동은 식 (1) 로 계산되며, 히팅 케 
이블에 대한 열 발생은 식 (2) 로 계산된다. 
 

31Pr0.5LRe0.664L
kch ⋅⋅×=                      ( 1 ) 

여기서  
vK
LV

LRe ⋅
=  

lcA
Pgenh
×

=                                          ( 2 ) 
K는 열전도율, L은 헬리데크의 길이인 27.75 m, Pr은 Prantl 
number, V는 풍속, Kv는 kinematic viscosity, P는 전력, Ac는 
케이블의 단위 면적인 0.00006572 m2, l은 단위 면적당 길이 
1m이다. 
 

3.3 열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루미늄 헬리데크 히트 트레이싱에 
대하여 컨셉 모델, 케이블의 설치가 용이한 생산 모델,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의 개수 및 케이블의 용량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 은 알루미늄 헬리데크 히트 트레이싱에 대한 열 해 
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0℃에서 9.8 m/s의 풍속이 
발생하였을 시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을 82.2W를 사용하면 
영상의 온도를 모두 만족하여 얼음 혹은 눈을 녹이는 조건을 
만족 시킨다. Fig. 5 와 Fig. 6 에서 히팅 케이블의 설치가 
용의한 모델은 컨셉 모델에 비해 열 전달이 일어나는 면적이 
7.4% 증가한다. 이로 인해 알루미늄 캡에서의 온도는 약 1℃ 

 
Table 4 The results of thermal analysis 

Exp Temperature of helideck Temperature of plank 
top 

Max min Max min 
1 -3.254 -11.754 -3.320 -5.364 
2 -1.990 -2.301 -1.991 -4.194 
3 2.301 -8.736 2.212 -0.053 
4 4.076 -7.823 3.980 1.539 
5 -3.633 -11.975 -3.748 -5.755 

6 -2.329 -11.326 -2.454 -4.616 
7 1.464 -9.116 1.339 -6.680 
8 3.173 -8.234 3.038 0.862 

 
Fig. 5 Result of case 4 
 

 
Fig. 6 Result of case 8 
 
의 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 케이블의 개수는 4 layer에서만 
영상의 조건을 만족 시킨다. 모든 실험에서 온도가 가장 많이 
손실되는 부위로는 상부 플랭크와 플랭크가 연결되는 부위 
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알루미늄 헬리데크에서 얼음 및 눈의 영향을 

고려한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 배치에 대한 열 해석을 수행 
하였다. 컨셉 모델, 생산모델, 히트 트레이싱 케이블의 개수 
및 케이블의 용량에 대한 열 해석을 시행한 결과 플랭크 



상판의 온도는 컨셉모델에 비해 생산모델에서 23.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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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파이프라인의 충돌 해석
유동만, 최광호, 구본용 , 송준규 , 이제명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미국선급협회 

Impact analysis of subsea pipeline
Dongman Ryu, Kwangho Choi, Bonyong Koo , Joonkyu Song , Jemyeng Lee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요 약

해저면에 시공되는 해저 파이프라인은 해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저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저 파이프라인이 적용되는 사업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심해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해상 플랫폼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해저 생산 시스템과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여러 광구에서 동시에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의 압력과 앵커와 같은 물체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지진에 의해 좌굴
되는 경우, 자유 경간에 의해 좌굴 되는 경우, 해저파이프 수리 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식에 기인하여 기름이나 천연가스가
유출하는 경우에 따른 대비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인 앵커와 
같은 물체가 해저 파이프라인과 충돌하여 손상을 입히는 현상을 수치 해석하였으며, 또한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해저 파이
프라인의 거동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Keywords : Pipeline, ABAQUS, Impact, Subsea,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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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의 전선진동해석 시 모델링 방법에 따른 영향 평가 
오 동 현 (디섹), 조 대 승 (부산대학교) 

 

Evaluation for effect of modeling method in global vibration analysis 

model of container carrier 

Dong-hyun Oh (DSEC), Dae-seung Cho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odeling method of F.E. (finite element) analysis for evaluation of hull girder strength is regulated by each classification society, so

the F.E models have consistent pattern in strength analysis irrelevant to the modeler. On the other hand, the hull girder vibration analysis 

doesn't have general guide line in analysis. So, the method of modeling the geometry and inputting the property is much dependent on the

modeler in a considerable portion. Consequently, consistent tendency is hardly found in hull girder vibration analysis model. Such a 

difference in modeling can cause the difference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but even the effect is not evaluated officially yet. 

In this study, global vibration analysis had been carried out for the cargo holds of 8200 TEU class container carrier with various 

modeling method, and the difference among the results from each methods were compared. As the goal, the effective guide line of 

modeling method for hull girder vibration analysis was suggested 

 

Keywords: Global vibration analysis(전선 진동 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 해석), Container carrier(컨테이너선), Modeling 

method(모델링 방법), Beam property(보 물성치) 

 

1. 서 론 

 

최근 승조원의 안락한 거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계과정에서의 진동영향 평가에 대한 선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비단 선주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조선소의 

입장에서도 고품질 선박의 건조를 위해 새로운 선형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진동영향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 조선소에는 제 각각의 진동해석 절차서가 있으며 

서로간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모델링 방법은 해석자의 재량에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어서 

해석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모델링의 

차이는 해석결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 영향 조차도 

공식적으로 평가된 결과가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각 선급은 선박 설계 시 구조강도의 

검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3-hold 유한요소 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한요소 해석 시 모델링에서의 차이로 

인한 해석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해석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 전선진동 

해석에도 이와 같이 모델링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 첫 번째 주제로 

컨테이너선의 화물창을 효율적으로 모델링 하면서도 

모델링의 단순화 과정에서 해석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평가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8200 TEU급 컨테이너선의 화물창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모델링 방법에 따른 해석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였다. 

ISO 규격의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Fig. 

1에 나타낸 도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 

컨테이너 하중을 웨브로 지지하는 기본적인 설계 개념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웨브의 간격은 설계자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며, 거더와 스트링거의 배치는 구조의 최적화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종통 보강재의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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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소이하다. 

이와 같이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의 표준을 작성하기에 적합하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컨테이너 운반선을 선택하였다. 

 

 
Fig. 1 Ordinary MIDSHIP Section of the Container Carrier 

 

해석 대상은 동일한 단면의 5개 화물창을 가진 가상의 

모델로 단순화 시켰으며, 각 해석방법간의 편차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Fig.2 및 Fig.3에서 보인 것과 같이 종통 

보강재 간격과 동등한 요소 크기로 분할한 모델을 

선택하였다. 기준 모델에서 모든 보강재는 설계와 거의 

일치하는 위치에 1차원 보 요소(CBEAM)로 모델링 하였고, 

보 요소의 물성치는 NASTRAN의 PBEAM을 이용해 

계산되는 단면 물성치에 offset 효과를 적용하였다. 

단순히 모델링 방법간의 편차를 비교하는 의미에서 

접수진동효과는 무시하였고, 구속조건이 없는 자유 경계 

조건에서 고유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 Reference F.E. Model of Container Cargo Hold 

 

 

Fig. 3 Typical Web Section of Reference F.E. Model 

 

3. 전선진동 해석 모델링의 차이에 따른 

영향 평가 

 

3.1 모델 분할 요소 크기의 선정 

 

일반적으로 전선진동해석은 선체 전체의 보 거동에 

관심을 가지므로 계산 속도를 높이고 국부적인 진동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각의 주요부재(primary members)를 주된 

대상으로 유한요소 모델링을 한다. 컨테이너선의 화물창에서 

주요 부재로는 횡 방향으로는 웨브, 종 방향으로는 거더와 

스트링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이 중에서 주로 프레임 

간격을 결정하는 웨브 간격을 기준으로 요소의 크기를 

결정한다. 웨브 간격으로 분할 된 화물창 모델은 Fig. 4 및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국부 보강재가 생략된 큰 크기의 요소로 

분할하여 모델링 할 경우, 수직하게 교차되는 판 요소가 

없는 자유절점이 존재하면 실제의 진동현상과는 다른 

왜곡된 국부모드가 해석 결과에 반영되어 전체적인 해석 

결과를 오염시키므로 가능한 자유절점은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 경계면의 경우 플랜지나 브라켓을 빠뜨리지 않고 

모델링 하여 왜곡된 국부모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Fig. 4 Coarse Mesh F.E Model of Cargo Hold with Web 

Spaced Element Size 



 

Fig. 5 Typical Web Section of Coarse Mesh F.E. Model 

 

3.2 보강재 물성치 입력의 단순화에 따른 영향 평가 

 

웨브 간격의 요소 크기로 분할 된 모델의 경우 보강재는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주요 부재의 모서리에 집중 

치환되어 모델링 된다. 이 경우 보의 주축 방향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강성을 가지는 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치환된 

보강재의 국부적인 강성효과는 거의 무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체 모델에 대한 global한 효과, 즉 

보강재의 단면적이 선체 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로 작용함으로써 선체 종강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강재가 치환된 보 요소에 보의 단면과 관련된 

물성치를 모두 입력한 모델과 보의 단면적만을 입력한 모델 

간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치환된 보강재의 물성치 

입력방법이 전선진동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보 요소의 강성 값은 선급에서 제공하는 유효폭을 고려한 

보의 강성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하였고, 다수의 

보강재가 절점 위치에 집중 치환되는 효과는 단순히 

보강재의 개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치환된 보의 관성 

모멘트와 단면적을 계산하였다. 보 요소는 NASTRAN의 

CBAR 요소로 모델링 되었으며, 계산된 보 요소의 물성치는 

PBAR를 이용해 직접 입력하였다. 

 

 

Fig. 6 Beam Elements in Coarse Mesh F.E. Model 

 

이를 통해 기준 모델, 강성을 가진 보 요소로 치환한 모델, 

단면적만을 가진 보요 소를 치환한 모델의 해석 결과로 

구해진 고유진동수를 Table 1에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두 

해석 방법의 결과와 기준모델과의 편차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두 방법간의 편차는 0.5%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부재와 중첩된 보 요소의 강성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선진동해석을 위한 모델 작성 시 보 

요소의 물성치를 입력할 때는 국부적인 강성 효과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해석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1 Comparison for Results of Normal Mode Analysi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Beam Property 

Mode 

기준 

모델 

(Hz) 

강성 

고려 

(Hz) 

편차 

단면적 

고려 

(Hz) 

편차 

Torsion 

- 1 node 
0.958 0.957 0.1% 0.955 0.4% 

Transverse 

- 2 nodes 
3.295 3.307 0.4% 3.305 0.3% 

Vertical 

- 2 nodes 
4.671 4.741 1.5% 4.737 1.4% 

Transverse 

- 3 nodes 
5.976 6.058 1.4% 6.050 1.2% 

Transverse 

- 4 nodes 
7.586 7.749 2.1% 7.736 2.0% 

Vertical 

- 3 nodes 
7.965 8.281 4.0% 8.264 3.8% 

 

 

3.2 보강재 생략에 따른 영향 평가 

 

앞서 평가한 것처럼 보 요소로 모델링 된 보강재의 

국부적인 강성효과는 무시할 수 있고 global한 영향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선진동해석 모델을 더욱 

단순화하기 위해 보강재의 모델링을 생략하고 여타 다른 

방법으로 보강재의 효과를 치환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웨브 간격으로 분할한 모델에서 플랜지 

이외에 보강재를 모사한 요소들은 모두 삭제하였다. 

보강재의 효과를 치환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보강재의 

단면적이 판 요소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 

요소의 두께를 일정하게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단순히 질량효과만을 고려해 강재의 

밀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에서 보강재의 단면적이 판 두께로 치환되는 

효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요소로 모델링 되는 범위 

안에서 판 부재의 단면적과 보강재의 단면적의 비를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종통부재(longitudinal members) 

에서 판 부재와 보강재의 단면적 비는 평균적으로 30% 

내외로 산정되었으며 모델링의 편의를 추구하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판 두께를 증가시켰다. 첫 번째 단순화 모델에서 

기준모델과 차이 나는 중량은 강재의 밀도를 다소 

조정함으로써 기준 모델과 일치시켰다. 

두 번째 방법은 보강재를 모사한 요소들을 삭제한 

모델에서 단순히 전체 강재의 밀도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 

중량을 기준 모델과 일치시켰다. 

이렇게 보강재의 효과를 다른 변수로 치환해 해석한 

결과와 앞서 구한 단면적만을 가진 보 요소로 모델링한 해석 

결과를 기준모델과 비교하여 각각의 편차들을 Table 2에서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판 두께를 증가시킨 방법의 경우 기준모델 대비 

고유진동수에서의 편차가 대부분의 모드에서 6% 이상 

발생하여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밀도를 

조정하여 중량효과를 조정한 경우, 상하 진동 모드에서는 

편차가 적지만 횡 진동 모드에서는 저차 모드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또한 편차에 있어 경향성이 부족해 적용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웨브 간격으로 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보강재는 보 

요소를 이용해서 주요 부재에 모델링 하는 것이 해석의 

정도를 높이는 데 더 나은 결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2 Deviation of Natural Frequencie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Substitution Method for Stiffeners 

Mode 
Areal beam 

considered 

Thickness 

adjusted 

Density 

adjusted 

Torsion 

- 1 node 
0.4% 7.3% 1.2% 

Transverse 

- 2 nodes 
0.3% 6.2% 5.6% 

Vertical 

- 2 nodes 
1.4% 6.2% 1.7% 

Transverse 

- 3 nodes 
1.2% 7.8% 2.9% 

Transverse 

- 4 nodes 
2.0% 7.4% 1.6% 

Vertical 

- 3 nodes 
3.8% 9.8% 2.0% 

 

 

3.3 해치 코밍 모델링 시 요소선택에 따른 영향 평가 

 

컨테이너선에서 해치 코밍은 선체 단면의 중립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재로 선체 종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저 외판보다 세 배 가량 두꺼운 치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치 코밍은 전선 진동해석에서 생략할 

수 없는 요소지만 판 요소로 모델링 할 경우 폭에 비해 

길이가 네 배 이상 길어 보 요소로 치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치 코밍을 보 요소로 모델링 할 때는 물성치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Pbeam을 이용해 단면 형상을 입력하고 

offset 효과를 추가하는 방법과, Pbar를 이용해 단면적만을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시도하였다. 판 요소로 모델링 된 

해치 코밍과 보 요소로 모델링 된 해치 코밍은 Fig. 7에 

비교하였다. 

 

 
(a) Modeled with shell element 

 

 

(b) Modeled with Pbeam element (3-D beam view) 

Fig. 7 Hatch coaming model 

 

해치 코밍을 판 요소로 모델링 한 방법과 보 요소로 

모델링 한 방법으로 구한 고유진동수들을 기준 모델의 

고유진동수와 비교하고, 각각의 편차를 Table 3에 

비교함으로써 그 영향을 평가하였다. 비교 결과 모델링 

방법에 따른 해석결과 간의 차이는 근소하지만 판 요소로 

모델링 한 경우가 좀 더 오차가 적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해치 코밍은 판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는 것이 해석의 정도를 높이는 데 더 나은 결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3 Comparison for Results of Normal Mode Analysi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Hatch coaming 

Modeling 

Mode 
Shell 

model 

Section 

beam 

Areal 

beam 

Torsion 

- 1 node 
0.4% 0.6% 1.4% 

Transverse 

- 2 nodes 
0.3% 1.0% 1.2% 

Vertical 

- 2 nodes 
1.4% 1.2% 1.2% 

Transverse 

- 3 nodes 
1.2% 2.4% 2.6% 

Transverse 

- 4 nodes 
2.0% 3.3% 3.6% 

Vertical 

- 3 nodes 
3.8% 3.5% 3.4% 

 

 

3.4 웨브의 생략을 통한 자유도 감소의 영향 평가 

 

최근에는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빨라져서 유한요소 해석 

시 계산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지만 전선진동해석은 

접수진동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전선진동 해석 시 

NASTRAN 내부의 경계요소 해석법을 이용해 접수효과를 

구현하는 경우 선체 중앙부의 자유도 감소는 전체 해석 시간 

단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유도 감소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웨브의 생략이 있다. 동일한 설계를 

가지는 웨브를 1개씩 건너 집중 치환함으로써 종통 부재 

모델의 요소 개수를 상당수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웨브를 

집중 치환한 모델은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 Simplified F.E. Model of Cargo Hold by Skipping Web 

 

이렇게 웨브를 하나씩 건너 뛰어 집중 치환하는 경우 

인접한 두 웨브의 두께를 합산하여 물성치로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집중시키는 방향을 

Fig. 9에 나타낸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다르게 적용하여 

평가해 보았다. 

첫 번째는 일정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밀 격벽(Water tight Bulkhead)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은 비 수밀 격벽(Non-Tight 

Bulkhead)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에 추가적으로, 생략될 웨브를 

인접한 프레임에 중첩 치환하지 않고 단순히 삭제한 후 

재료의 밀도만을 조정해 전체 중량을 기준 모델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단순화(Case (d)) 해 보았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화물창 모델을 단순화 시켜 

고유진동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기준 모델과의 

편차로 Table 4에 비교하였다. 

 

 

Case (a) 

 

Case (b) 

 

Case (c) 

Fig. 9 Cases of Lumping web to neighbored web 

 

Table 4 Comparison for Results of Normal Mode Analysis 

according to the web skipping method 

Mode Case (a) Case (b) Case (c) Case (d) 

Torsion 

- 1 node 
-0.1% -0.2% -0.1% -1.4% 

Transverse 

- 2 nodes 
0.2% 0.0% 0.4% -6.3% 

Vertical 

- 2 nodes 
1.3% 1.1% 1.5% -2.3% 

Transverse 

- 3 nodes 
1.7% 1.6% 1.7% -3.9% 

Transverse 

- 4 nodes 
2.9% 2.9% 2.9% -2.7% 

Vertical 

- 3 nodes 
-0.8% -0.8% -0.8% 1.2% 



비교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생략되는 웨브를 

인접한 프레임에 집중 치환시키지 않고 단순히 삭제한 

방법(Case (d))으로 편차도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크고 

기준모델과의 편차의 경향성도 다른 방법들과 비교해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웨브를 생략해 모델링 

하는 경우 반드시 생략되는 부재의 물성치를 인접한 

프레임으로 집중시켜 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웨브를 인접한 프레임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는 수밀 

격벽 방향으로 집중시킨 Case (b)의 경우가 근소한 차이로 

기준 모델의 해석 결과와 가장 유사하다. 

대신 고유진동모드 차수에 따른 편차의 경향성이 다소 

낮아 웹을 생략해 단순화하는 방법은 신중하게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82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고, 각 모델링 방법에 

따른 전선진동 해석 결과의 차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컨테이너선 전선진동 모델링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1. 웨브 간격으로 요소를 분할하여 모델링 하는 경우 

보강재는 가능한 1차원 요소로 집중 치환하여 

모델링 하도록 한다. 

2. 보강재를 치환해 보 요소로 모델링 하는 경우 

물성치로는 단면적만 입력해도 무방하다. 

3. 해치 코밍은 반드시 모델링 하도록 하며 가능한 판 

요소로 모델링 하도록 한다. 

4. 웨브를 하나씩 건너서 모델링을 단순화시키는 경우 

반드시 생략되는 부재들의 물성치를 인접한 웨브에 

집중시켜 치환하도록 한다. 

5. 웨브를 집중치환 시키는 경우 치환하는 방향은 수밀 

격벽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이 편차를 가장 적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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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development of feed container ship is inevitable due to the development of large vessel and 

the consequent lack of harbor facilities. For these reasons, SPP shipbuilding developed the world’s first 

1,700 TEU feed container vessel. In design stage, we carried out the global vibration analysis to check 

satisfaction of vibration limits and figure out the vibration problem. Additionally, we carried out the global 

vibration measurement to verify the accuracy of result of analysis and condition of vibr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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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의 대형화와 그에 따른 항만설비의 

부족에 따라 feed container선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최근 

당사에서는 상부 거주구에 원활한 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대형 크레인이 설치된 1,700TEU 

feed container선을 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feed container선은 상갑판에 보다 

많은 컨테이너를 탑재하기 위해 거주구의 

길이는 짧아지고 향해 시야의 확보를 위해 

거주구의 높이는 약 22m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반면에 컨테이너 탑재를 

위해 대형 크레인이 거주구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 진동관점에서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사에서 건조되는 

feed container선의 저진동설계를 위해 기본 

설계시 구조 연속성을 위한 방진 설계검토를 

사전에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요 기진원에 대한 

공진회피설계와 선주와 계약된 제작사양서의 

진동허용 기준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제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건조된 

feed container선의 시운전 진동계측을 수행하여 

저진동 설계의 목표달성 여부, 방진설계 효과 

검증 및 진동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2. 본 론 

2.1 기본 설계단계에서의 진동 검토 

 

Feed container선에 대해 기본 설계 단계에서 

수행된 주요 진동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Fig. 1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A. 거주구(superstructure) 영역 

: 크레인 주변 갑판 방진설계 

: 크레인 하부 구조 

: radar mast 하부 구조 및 지지 구조  

B. E/R 영역 

: 구조 연속성 및 pillar/wall 설치 유무 

: D/G 하부 구조 

: M/E 및 top-bracing 주변지지 구조  

C. 선미부 영역 

: mooring 갑판 구조 

: 선미 sideshell 두께 및 빔 배치 

: stern tube 주변 구조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구역별 초기 진동 검토 

2.2 진동해석 

Feed container선의 진동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하여 고유진동해

석 및 강제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M/E 

top-bracing 지지부의 구조 강성평가를 위해 국

부진동해석도 추가로 수행하였다. 

 

2.2.1 전선해석모델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SPP조선에서 최근 건

조 인도된 1,700TEU feed container선이며, 3차

원 유한요소 모델링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으

며 주요 제원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2 Full finite element model of entire ship 

structure 
 

Table 1. 주요제원 및 기진원 

Principal Dimensions 

Length O.A abt. 170.00 m 

Length B.P. 160.00 m 

Breadth mld 29.80 m 

Depth  mld. 14.50 m 

Draft D.L.W.L 8.50 m 

Draft S.L.W.L 9.50 m 

Main Engine 

Type MAN B&W 6S60ME-C8.2 (Tier II) 

MCR 14,280 kW Ⅹ 105.0 RPM 

NCR 12,852 kW Ⅹ 101.4 RPM 

Propeller 

No. of blades 5 ea 

Diameter 6.6 m 

Type Fixed Pitch Propeller 

2.2.2 고유진동해석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주선체 및 

거주구의 고유진동수 및 진동모드를 계산하기 

위해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SC/Nastran 

을 사용하여 고유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고유 진동 해석의 주파수 범위는 0.0 ~ 20 Hz로 

설정 하였으며, 이는 MCR 상태의 M/E 엔진 

10차 성분의 가장 높은 가진 주파수값 (17.5 

Hz)을 포함하는 주파수 영역이다. 
 

2.2.2.1 고유진동해석 결과 

고유진동해석을 통해 계산된 본선의 주요 

진동모드의 고유 진동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Predominant natural frequencies and 

their description  

Load condition 

Description 

NORMAL 

BALLAST 

ARR. COND. 

HOMO. SCANT. 

LOAD DEP. 

COND. 

Hull girder 

(vertical) 

2 node 1.162 0.879 

3 node 2.247 1.832 

4 node 3.268 2.833 

5 node 4.357 4.042 

6 node 5.540 4.620 

Hull girder 

(Predominant 

horizontal 

mode) 

2 node 1.936 1.162 

3 node 3.825 2.930 

4 node 5.580 3.189 

5 node 7.145 3.738 

Hull girder 

(Predominant 

torsional mode) 

1 node 1.062 0.813 

2 node 3.672 2.372 

3 node 5.462 3.395 

Coupled Aft 

body and 

Superstructure 

(Vertical - 

longitudinal) 

1st 4.976 4.899 

2nd 7.090 5.156 

3rd 8.094 5.451 

4th 8.611 6.329 

5th - 7.374 

6th - 8.090 

Coupled Aft 

body and 

Superstructure 

(Horizontal - 

torsional) 

1st 7.408 5.687 

2nd 8.893 8.120 

3rd 10.954 9.784 

4th 11.865 10.149 



Ballast condition 및 full load condition에서의 

주선체 진동모드 중 2절, 3절 및 4절 상하방향 

진동모드를 Fig. 3과 Fig. 4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3 Mode shapes of the hull girder vertical 

vibration (ballast condition) 

 

 

 

 

 

 

Fig. 4 Mode shapes of the hull girder vertical 

vibration (homo. load condition) 

2.2.3 강제진동해석 

강제진동해석은 2.2.2절의 고유진동해석 

결과와 본선의 M/E 및 프로펠러 기진력을 

적용하여 MSC/Nastran의 모드 중첩법(modal 

frequency response analysis)으로 수행하였으며, 

계산된 주요 구역의 최대 응답 값은 관련 

기준의 허용치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2.2.3.1 기진력 

프로펠러 표면력은 모형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M/E 기진력은 Table 3에 나타낸 

H-moment, X-moment 및 2
nd

 order vertical 

unbalance moment를 사용하였으며, 해석모델에 

대한 기진력 적용방법은 Fig. 5에 나타내었다. 

 

Table 3. Main engine unbalance moment & guide 

force moment  

M/E 

unbalance 

moment 

2nd order vertical unbalance moment 

M2V = 339 kNm at 105.0 RPM 

M/E  

guide force 

moment 

6th order H-moment 

M6h = 1,057 kNm at 105.0 RPM 

2nd order X-moment  

M2x = 270 kNm at 105.0 RPM 

3rd order X-moment  

M3x = 618 kNm at 105.0 RPM 

4th order X-moment  
M4x = 429 kNm at 105.0 RPM 

 

 

Fig. 5 Excitation forces applied on main engine 

2.2.3.2 M/E top-bracing 국부진동해석 

M/E top-bracing 지지부의 구조 강성을 평가 

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고유진동해석 및 강제 

진동해석을 수행하여 지지부의 진동변위를 계산 

하였다.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M/E 

top-bracing 지지부 진동변위가 0.15mm, 

peak를 

초과하므로 Fig. 8과 같이 구조보강을 적용 

하였다. 



 

 

Fig.6 M/E 및 top-bracing 지지부의 진동모드 

 

 

 
Fig.7 M/E top-bracing 지지부의 진동변위 

 

 

Fig.8 M/E top-bracing 지지부의 구조보강안 

2.1.3.2 강제진동 해석 응답 결과 

강제진동해석을 통해 계산된 응답결과 중 

거주구, 선미 끝단 및 M/E에서의 진동응답을 

Fig.9~Fig.12에 각각 도시하였다. 강제진동해석 

결과 4.9Hz 이하에서의 진동응답은 주로 주 

선체 거동(hull girder modes)과 연성 때문에 

발생하고 4.9 Hz 이상에서의 진동응답은 주로 

aft-body 상하방향 모드와 상부 거주구 

진동모드 가 연성되어 크게 나타났다. M/E 

top-bracing 지지부 구조보강 결과, M/E의 

횡방향 진동응답 은 110rpm에서 최대 12 mm/s, 

peak으로 허용치 (25 mm/s, peak)를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Fig. 9 Navigation deck에서의 종방향 진동응답  

 

 

Fig. 10 Navigation deck에서의 횡방향 진동응답  

 

 

Fig. 11 Stern에서의 상하방향 진동응답  

 

Fig. 12 M/E top에서의 횡방향 진동응답  

 

2.3 실선 진동계측 

 실선의 진동계측을 수행하여 본선의 실제 

진동특성, 진동기준치 만족 유무 및 해석결과의 

정도를 검증하였다. 

  

2.3.1 실선진동계측 위치 및 방향 



 주선체, 거주구 및 M/E의 진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14개의 

가속도 진동 센서를 설치하여 전선진동계측을 

수행하였다. 

 

 

Fig. 13 Transducer locations and directions for 

global vibration measurement 

 

2.3.2 진동 계측 결과 
M/E RPM별 실선진동계측 결과 중 거주구, 

선미 끝단(stern) 및 M/E에서의 진동계측결과를  

Fig.14~Fig.17에 각각 도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악된 본 선의 주선체 고유진동수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주선체 고유진동수 

Locations Mode 
Freq. 

(Hz) 
Remark 

Hull girder Vertical 

1.10 2-node 

2.10 3-node 

3.30 4-node 

4.25 5-node 

 

 

Fig. 14 Navigation deck에서의 종방향 진동응답 

계측결과  

 

 

Fig. 15 Navigation deck에서의 횡방향 진동응답 

계측결과  

 

 

Fig. 16 Stern에서의 상하방향 진동응답 

계측결과  

 
Fig. 17 M/E top에서의 횡방향 진동응답 

계측결과  

 

2.3.3 주선체 고유진동수 비교 
실선 진동 계측을 통해 파악된 주선체(hull 

girder)고유 진동수를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주선체 고유진동수 비교 

 Locations 
Freq. [Hz] 

Remark 
해석 계측  

Hull girder 

(vertical) 

1.16 1.10 2-node 

2.25 2.10 3-node 

3.27 3.30 4-node 

4.36 4.25 5-node 

 

2.3.4 진동응답 비교 
거주구, 선미 끝단 및 M/E에서의 실선 계측 

결과를 강제진동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6~Table 7에 나타내었다. 이때 시운전 계측 

RPM을 고려하여 105 RPM까지 비교하였다. 

 

진동 계측 결과 모든 구역에서 관련 진동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Table 7의 M/E 횡방향 

진동응답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M/E 횡방향의 강제진동응답 해석결과가 

실선 진동계측 결과보다 낮은 이유는 국부 진동 

해석시 top-bracing 주변 지지구조 및 M/E 

double bottom의 끝단 주변 경계조건을 단순 

지지조건으로 가정하여 실제 구조보다 강성이 

크게 평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Navigation deck에서의 진동응답 비교 

Location Dir. 

Maximum Weighted r.m.s  

velocity [mm/s] 

해석 계측 

Nav. deck 

Vert. 1.90 (98 rpm) 1.02 (104 rpm) 

Long. 1.80 (98 rpm) 1.79 (104 rpm) 

Trans. 2.61 (89 rpm) 2.19 (80 rpm) 

 

Table 7. Stern에서의 진동응답 비교 

Location Dir. 

Maximum 

Velocity [mm/s, peak] 

해석 계측 

Stern 

Vert. 
Prop. 1st  

5.2 (102 rpm) 

Prop. 1st  

3.2 (104 rpm) 

Trans. 
M/E 6th,  

5.7 (83.4 rpm) 

M/E 6th,  

3.0 (80.0 rpm) 

 

Table 7. M/E에서의 진동응답 비교 

Location Dir. 

Maximum 

Velocity [mm/s, peak] 

해석 계측 

M/E 

Vert. 
M/E 6

th
, 

1.6 (101 rpm) 

M/E 6
th
, 

4.8 (105 rpm) 

Long. 
M/E 6

th
, 

2.3 ( 99 rpm) 

M/E 6
th
, 

5.6 (103 rpm) 

Trans. 
M/E 6

th
, 

9.6 (105 rpm) 

M/E 6
th
, 

23.3 (105 rpm) 

 

3. 결 론 
당사가 개발하는 feed container선의 저진동 

설계를 위해서 기본설계 단계에서 방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사용하여 고유진동해석 및 

강제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선 진동 

계측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고유진동해석을 통해서 얻은 주선체 

고유진동수와 계측된 고유진동수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거주 구역(Navigation deck 기준)의 경우 

최대진동응답 계측값은 2.19 mm/s (weighted 

r.m.s velocity)으로 ISO 6954-2000(E) limit 8.0 

mm/s보다 낮은 수치이다. 

 

다. 다른 선종과 달리 유연한 선체에 6기통 

M/E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보강을 통해 

M/E 6차 H-moment에 의한 횡방향 진동은 

MAN B&W recommendation limit를 만족하였다. 

 

라. 이상에서 본 연구를 통해 당사에서 개발된 

1,700TEU feed container선의 기본 설계 

단계에서 수립된 방진설계가 효과적으로 

고려되어 저진동/고품질 선박설계로 대선주 

만족 및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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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상선의 선체 거더 상하 및 수평 고유진동수 추정식
조대승(부산대학교), 진병무(부산대학교)

Empirical Formulae for Natural Frequencies of Vertical and Horizontal 
Hull Girder Modes of Recent Large Merchant Ships

Dae-Seung Cho, Byung-Mu Jin

Abstract

The anti-resonance design of structure requires information on its natural frequencies and excitation frequencies of
vibration sources. In case of large merchant ships, main diesel engines and propellers are regarded as major vibration 
sources and their excitation frequencies are easily known from their specifications. On the other hand, natural 
frequencies of ship structures are estimated from empirical formulae, numerical analysis and measurement. Among the
methods, empirical formulae to estimate natural frequencies of hull girder are widely and effectively used for 
anti-resonance design in initial ship design stage for determining main particulars of ships. The empirical formulae are 
normally derived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of precise analysis and measurement results for constructed ships and 
should be updat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rules, standards and design methodologies. 

In this paper, empirical formulae to estimate natural frequencies of vertical and horizontal hull girder modes for bulk 
carriers, oil tankers, container carriers and LNG carriers are presented. The formulae are derived from natural 
frequencies obtained by 3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es and/or measurements of 64 ships constructed since 
2,000. In addition, the presented and existing formulae are compared to discuss the changes of ship structure design
methodology. 
Keywords : Hull girder vibration(선체 거더 진동), Natural frequency(고유진동수), Empirical formula(추정식), Bulk carrier(산적화물선), 

Tanker(유조선), Container carrier(컨테이너운반선), LNG carrier(LNG 운반선)

1. 서 론
저진동 고품질 선박 건조를 위한 방진 설계는 공진회피 설계

와 진동응답 허용치 설계로 대변할 수 있으며, 특히 주기관, 추
진기, 선루와 같은 주요 사양이 확정되는 초기 설계단계에서의 
선체 거더에 대한 공진회피 설계가 중요하다. 

선체 거더의 공진회피 설계에 요구되는 선박 주요 기진원의 
기진주파수는 주기관, 프로펠러 등의 사양 정보로부터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설계단계에서 선체 거더 고유진동수는 
필요한 자료의 부족으로 정밀 계산이 곤란하므로 유사 실적선의 
진동특성 자료로부터 도출된 추정식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선체 거더의 고유진동수 추정식은 상하 2절 진동에 대해 
Schlick(1894)이 최초로 제안한 이후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이  

선체 거더의 상하, 수평, 비틂, 수평-비틂 모드 등에 대한 추정식
을 제안하였다. 이들 추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급(KR, 
1997), 일본선급(NK, 1984)에서 발간한 선박진동 관련 지침서에 
소개되어 있으며, 이들 추정식들은 모두 1990년대까지의 선박에 
대한 계측 및 해석 자료로부터 마련된 것이다.  

한편, 최근 선박의 대형화와 경량화 추세와 함께 선박 안전과 
환경보호 규정 강화 등에 따른 선박 규격과 표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최근 선박은 종래의 선박과는 그 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새롭게 건조될 선박의 공진회피설계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는 최근 선박의 특성을 반영한 추정식이 필요하나, 이와 같은 추
정식은 초대형 유조선의 선체 거더 상하 고유진동수에 대한 추정
식(Park & Lee, 2011)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
선해양, 크리에이텍, 부산대학교에서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건조된 64척의 선박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 또는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실선 계측 결과를 통해 파악한 선체 거더 고유진동수 자료를 회
귀분석하여 산적화물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의 상하 2절
에서 6절 모드, 수평 2절에서 5절 모드까지의 고유진동수 추정식
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 추정식들과 최근 선박의 고유진동수
의 비교를 통해 최신 선박에 적용된 설계 경향이 선체 거더 진동 
특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2. 고유진동수 추정식 유도 방법
보 이론에 기반한 선체 거더의 상하 및 수평 모드 고유진동수

추정식은 선체 강성 효과를 중앙 단면 2차 모멘트 로 반영하는 
Schick(1894)형 추정식과 선폭 ()과 형 깊이 ()를 이용
하여 반영하는 Todd(1933, 1948)형 추정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수 추정식을 유도하였다. 

접수 선체의 부가수질량 효과를 고려한 Todd형 추정식으로서 
상하진동은 식(1), 수평진동은 식(2)의 형태로 표현된다.

  × 









  () (1)

  ×








 
 () (2)

여기서, 과 은 각각 절 모드의 상하와 수평방향 고유
진동수(cpm), , 은 고유진동수 추정계수, 은 배의 길이
()이다. 또한, 와 는 각각 부가수질량 기여분을 고려한 
상하 및 수평방향 배수량(ton)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3)

 
                                    (4)

여기서, 는 배수량(ton)이고, 는 흘수()이다.
  실적선 고유진동수 자료로부터 , 를 구하기 위한 상기 
추정식의 기본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여기서, 은 기지의 실적선 고유진동수에 해당하고 는 식(1)
과 식(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박의 길이, 폭, 깊이, 배수량 및 
흘수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이다. 따라서, 척의 실적선에 대한 
와 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최소자승법을 적용하면 고유진동
수 추정계수 ,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

여기서,   ⋯이고, 상첨자 는 전치행렬을 나
타낸다. 또한, 는 다음과 같다.





 


 ⋯

  ⋯ 

 (7)

3. 선체 거더 고유진동수 추정식
본 연구에서는 2장에 기술한 방법에 의거하여 2000년대 이후 

설계․건조된 산적화물선 20척, 유조선 17척, 컨테이너선 19척, 
LNG선 8척에 대한 주요 제원과 선체 거더 고유진동수의 전선 3
차원 유한요소해석 또는 계측 결과를 이용해서 상하 진동의 경우 
2절부터 6절(LNG선은 5절)까지, 수평 진동의 경우 2절부터 5절
까지의 진동형에 대한 고유진동수 추정계수를 도출하였다.

추정식 도출에 활용된 선박의 주요 요목과 고유진동수 자료 
확보 방법은 부록에 나타내었으며, 선체 거더의 상하 및 수평 모
드에 대한 고유진동수 추정계수는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또한, Fig. 1 ~ Fig. 8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식을 
해석 또는 계측 결과와 함께 도시하였다. 아울러, 해석 및 계측 
결과 대비 제시된 추정식의 표준 편차는 Table 3에 나타내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수평 모드가 상하 모드보다 표준편차가 다소 큼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Empirical formulae to estimate natural frequencies 
of vertical hull girder modes 
  × 










  ()

Type Bulk
carrier Tanker Container 

carrier
LNG 

carrier
Coeff.        
2 node 8.92 9.08 10.18 4.46 9.26 5.65 8.15 16.61
3 node 17.62 21.82 29.19 -17.06 18.40 11.06 8.22 52.44
4 node 19.50 56.01 37.39 0.84 26.30 20.52 10.71 71.34
5 node 24.95 71.51 52.96 -11.68 32.80 32.09 29.75 41.88
6 node 39.50 55.59 66.03 -12.68 46.16 21.97 - -

Table 2 Empirical formulae to estimate natural frequencies 
of horizontal hull girder modes 
  ×









 
 ()

Type Bulk
carrier Tanker Container

carrier LNG carrier
Coeff.        
2 node 5.59 18.27 7.03 9.89 6.29 -4.92 5.07 30.80
3 node 12.01 30.82 15.61 -0.02 11.51 -9.25 9.74 68.42
4 node 21.80 17.20 22.41 0.24 14.60 -2.39 9.75 140.32
5 node 22.18 64.20 28.32 22.74 20.63 -19.18 15.34 155.95










× 

Fig. 1 Vertical natural frequencies of bulk carriers








× 

Fig. 2 Vertical natural frequencies of ta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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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ertical natural frequencies of container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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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ertical natural frequencies of LNG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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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rizontal natural frequencies of bulk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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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orizontal natural frequencies of ta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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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orizontal natural frequencies of container carriers








× 

Fig. 8 Horizontal natural frequencies of LNG carriers
Table 3 Standard deviation, in cpm, of empirical formulae  
to estimate natural frequencies of hull girder modes 

Type Bulk
carrier Tanker Container 

carrier
LNG 

carrier
Mode Vert. Hori. Vert. Hori. Vert. Hori. Vert. Hori.

2 node 5.65 9.21 4.82 10.45 5.00 6.82 2.24 3.83
3 node 10.89 21.32 10.49 22.57 10.21 12.38 7.53 8.73
4 node 20.57 33.50 11.76 42.26 15.49 23.66 7.12 16.47
5 node 20.81 28.26 18.18 44.78 22.00 29.16 14.84 14.25
6 node 23.07 - 27.25 - 36.64 - - -

4. 기존 추정식과의 비교․고찰
4.1 상하 고유진동수 추정식

2000년대 이후에 건조된 산적화물선,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선종별 상하 2절 고유진동수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식과 기
존의 SR 94(1971), KRISO(Chung et al., 1989), 현대중공업
(Park, et al., 1996) 추정식을 Fig. 9 ~ Fig. 11에 비교하여 나
타내었다. 

이로부터 실적선 결과들은 선종별로 1척 정도를 제외하곤 SR 
94 추정식보다 모두 작은 값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
향은 SR 94 추정식을 제안할 당시의 선박에 비하여 최근 건조된 
선박이 대형화, 경량화와 함께 구조방식이 많이 발달한데 기인한
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 현대중공업에서 제안한 선종별 추정
식(Park et al., 1996)과 비교하면 산적화물선과 유조선은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들 선종의 경우 
구조설계 방식의 발달과 고장력강 사용 증대로 인한 경량화에 의
한 강성 저하 효과가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통구조규칙
(common structure rule)의 채용 등으로 인한 강성 증가 효과와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제안 추정식이 1996
년에 제안된 현대중공업 제안식보다 고유진동수를 상당히 낮게 
추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장력강 사용 증대와 함께 컨테
이너선의 대형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LNG 운반선의 
경우 기존에 제시된 추정식이 없어 비교․평가를 하지 못하였다.

4.2 수평 고유진동수 추정식

2000년대에 건조된 산적화물선의 수평 2절 고유진동수에 대
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식과 현대중공업(Park, et al., 1996) 
추정식을 비교한 결과는 Fig. 12에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2000
년대 이후 건조된 실적 산적화물선의 수평 고유진동수는 기존 추
정식 대비 다소 낮게 분포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선체 중량 대
비 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산적화물선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Table 3에 제시한 
산적화물선의 2절 상하 모드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식
의 표준 편차 정도에 해당하여 선박의 대형화와 경량화로 인한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한다. 한편, 타 선종 및 3
절 이상의 수평 진동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기존 추정식을 찾아
보기 어려워 비교하지 못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설계․건조된 64척의 선박에 대

한 전선 3차원 유한요소해석과 실선 계측으로 파악한 선체 거더 
고유진동수를 이용하여 산적화물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및 LNG
선에 대한 상하 2절부터 6절 모드, 수평 2절부터 5절까지의 선종
별 선체 거더 고유진동수 추정식을 제안하였다. 제시된 추정식은 
최근 선박의 진동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건조될 유사 선
종의 초기 설계 단계 선체 거더 공진회피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Fig. 9 Vertical 2-node hull girder natural frequency and its 
empirical formulae of bulk carriers built since 2,000








× 

Fig. 10 Vertical 2-node hull girder natural frequency and 
its empirical formulae of tankers built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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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ertical 2-node hull girder natural frequency and 
its empirical formulae of container carriers built 
since 2,000








× 

Fig. 12 Horizontal 2-node hull girder natural frequency 
and its empirical formulae of bulk carriers built 
since 2,000

한편, 해상운송의 최적화를 위한 선박의 크기와 설계속도 변
화, 안전운항과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한 각종 선박 관련 규정과 
표준의 변화 및 선박 설계 기술의 발전은 선박 진동 특성의 변화
를 수반한다. 따라서, 초기 설계 단계의 공진회피 설계를 위한 
선체 거더 고유진동수 추정식은 최신 선박의 실적 결과를 반영하
여 주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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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유진동수 추정식 도출에 활용된 실적 

선박의 주요 요목과 고유진동수 평가 방법(FEM: 전선 3차원 유
한요소해석, Mea.: 계측)은 Table A.1 ~ Table A.4에 선종별로 
나타내었다.

Table A.1 Main particulars of bulk carriers
No. DWT L() B() D() Method 

FEM Mea.
1 33,300 171.30 28.80 14.20 ○ 　
2 33,500 172.00 30.00 14.70 ○ 　
3 35,000 172.00 30.00 14.70 ○ 　
4 57,000 191.80 32.26 19.30 ○ 　
5 59,000 189.00 32.26 18.60 ○ 　
6 75,000 217.00 32.00 19.00 　 ○
7 75,500 217.00 32.30 16.10 ○ 　
8 76,000 218.80 32.24 19.80 ○ 　
9 81,000 229.00 32.24 20.10 　 ○
10 82,000 223.00 32.25 20.10 　 ○
11 82,000 223.00 32.30 20.20 ○ 　
12 83,000 228.90 32.24 20.20 ○ 　
13 92,000 229.90 38.00 20.50 ○ 　
14 98,000 253.50 43.00 19.80 ○ 　
15 122,000 256.00 40.00 21.00 　 ○
16 170,000 279.00 45.00 24.00 　 ○
17 170,500 279.00 45.00 24.20 ○ 　
18 180,000 283.00 45.00 24.70 　 ○
19 181,000 283.00 45.00 24.80 ○ 　
20 400,000 353.50 65.00 30.50 ○ ○

Table A.2 Main particulars of tankers
No. DWT L() B() D() Method 

FEM Mea.
1 40,000 168.0 31.00 17.20 ○
2 44,000 175.6 32.20 16.10 ○
3 69,000 219.0 32.00 21.00 ○
4 70,500 219.0 32.24 20.40 ○
5 105,000 233.0 42.00 22.50 ○ ○
6 105,000 233.0 42.00 21.40 ○
7 113,000 239.0 44.00 21.00 ○
8 115,000 239.0 43.80 21.00 ○ ○
9 115,000 242.0 44.00 21.00 ○
10 155,000 264.0 48.70 23.60 ○
11 157,000 274.0 48.00 24.00 ○
12 158,000 264.0 48.00 23.20 ○ ○
13 299,500 320.0 58.00 31.00 ○
14 300,000 320.0 58.00 31.00 ○
15 318,000 319.0 60.00 30.40 ○
16 320,000 320.0 60.00 30.05 ○
17 474,500 370.0 68.00 34.00 ○

Table A.3 Main particulars of container carriers
No. TEU L() B() D() Method 

FEM Mea.
1 1,700 160.00 29.80 14.50 ○
2 2,000 161.10 30.00 17.00 ○
3 2,800 201.60 32.20 19.00 ○
4 4,100 251.88 32.20 19.30 ○
5 4,400 260.00 32.00 19.00 ○
6 4,500 235.00 37.40 22.10 ○
7 4,500 254.30 35.00 19.50 ○ ○
8 5,618 265.80 40.30 24.10 ○
9 6,500 285.20 40.00 24.40 ○
10 6,500 286.00 40.00 24.20 ○
11 7,450 299.90 45.00 24.00 ○
12 8,000 285.00 45.60 24.60 ○ ○
13 8,600 319.00 42.80 24.50 ○
14 10,000 347.00 45.00 30.00 ○
15 13,000 349.80 48.40 29.40 ○
16 13,100 350.00 48.20 29.85 ○
17 13,100 350.00 48.20 29.80 ○ ○
18 14,000 365.50 51.00 30.00 ○
19 14,100 350.00 51.20 29.90 ○

Table A.4 Main particulars of LNG carriers
No.  L() B() D() Method 

FEM Mea.
1 147 K 273.2 43.00 26.00 ○
2 153 K 274.0 43.40 26.00 ○ ○
3 160 K 274.0 43.40 26.40 ○ ○
4 165 K 274.0 43.40 26.00 ○ ○
5 170 K 288.0 45.80 26.00 ○
6 210 K 303.0 50.00 27.00 ○
7 263 K 333.0 55.00 27.00 ○
8 266 K 345.0 53.80 27.00 ○ ○



프로펠러 변동압력 하중 형태에 따른 전선진동 응답 특성에 관한 

연구 
정해민, 최성희, 양성붕 

 

A study on the response characteristic in the global vibrat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propeller fluctuation 

pressure 

Jeong Hae-min, Choi Seong-hee, Yang Sung-boon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선진동해석 시 프로펠러 변동압력의 하중 입력 형태에 따른 전선진동 응답 특성을 비교하였다. 입력

하중은 보수적 관점에서 예측한 집중하중과 실선과 유사하게 예측한 분포하중으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Navi. 

Deck과 선미 중앙에서 진동 응답을 평가 및 비교하였다.  

 

Keywords: Cavitation Test(케비테이션 시험), Global Vibration Analysis(전선진동해석), Frequency Response Function(FRF, 주파수 응답 함수) 

 

1. 서 론 

 

최근 연료 절약형 선박의 추구로 주기관의 고출력화, 

선형 개선, 대 직경 프로펠러의 채택 등에 따라 기진력은 

증가하는 반면 선체 구조의 최적화 등으로 인해 선체는 더욱 

경량화 되어 선박 전체의 내진성은 점차 낮아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계약부터 인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전선 진동 값을 잘못 예측하여, 시운전 후 추가 보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도 지연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건조 후 전선 진동 문제가 

발생한다면 막대한 추가 비용과 작업 시수가 투입되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대상 선박의 주요 진동 특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방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선진동해석에서 응답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펠러 변동 압력의 하중 형태에 따른 

전선진동 응답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캐비테이션 

시험(Cavitation test)을 통해 추정된 변동압력을 집중하중과 

분포하중 형태로 입력해 해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진동 응답 

측정 위치는 Navi. Deck Center와 Stern Center로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2. 전선진동해석 결과 

 

2.1 대상 선종의 제원 및 모델링 

 

전선진동해석 대상 모델은 160K LNGC로 선정하였으며, 

해석 하중 조건은 Normal Ballast Departure Condition으로 

선택하였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subjected vessel 

Item Description 

LOA  290 m  

LBP 278 m 

Breadth (Moulded)  46 m 

Depth (Moulded) 26 m 

Propeller Dia.  8.7 m (5 blades) 

 

대상 선종의 전선진동 모델은 Fig. 1과 같다. 전체 

모델링에 사용된 절점(Node)은 13,119개 이며, 

요소(Element)는 34,356개이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a) Full Ship Model 

 
(b) Half FEM Model 

Fig. 1 FEM model for the global vibration analysis 

 

2.2 변동압력을 이용한 하중 계산 

 

일반적으로 해석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진동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는 건조 후 진동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투입되는 비용과 시수를 고려하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접근 방법이다. 따라서 전선진동해석 시 

변동압력의 하중 계산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집중하중 

형태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변동압력을 집중하중으로 

입력 시 계산 방법은 식(1)과  같다. 

 

    (1) 

여기서  는 MCR에서의 변동압력에 의한 표면전달력 

크기를 나타내고, R은 프로펠러 회전수를 나타낸다. 는 

계측 위치에서의 변동압력 최대값을 나타내며, 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의 넓이를 나타낸다. n은 속도비례상수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3 또는 4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실제 선박의 변동압력 특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집중하중의 크기 또한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캐비테이션 시험에서 계측 된 변동압력을  

선체 외판의 각 요소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변환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선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당사의 

분포하중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호선의 분포하중을 

Fig. 2와 같이 산출하였다. 

 

   

Fig. 2 The distributed load of the propeller fluctuation 

pressure (P1 & P2) 

 

2.3 강제진동응답 결과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에 대한 강제진동응답 해석결과를 

Fig. 3~4에 나타내었다. 선미 구역의 상하 방향의 진동 

응답을 나타내었고, 거주구 구역의 선수미 방향의 진동 

응답을 나타내었다.  

Fig. 3과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분포하중에 의한 전선 

응답 결과가 집중하중에 의한 응답 보다 낮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프로펠러 2차 성분에 의한 해석 

결과는 고주파수 영역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고주파수 영역으로 갈수록 해석에 국부 모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 3 The response of stern center due to propeller 

surface force 



 

 
Fig. 4 The response of Navi. deck center due to propeller 

surface force 

3. 결론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집중하중을 이용해 

전선진동해석을 하는 경우 강제진동응답이 높게 예측되어 

추가 방진안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변동압력을 좀 더 실선의 변동압력 특성과 

유사하게 적용하기 위해 캐비테이션 시험 결과로부터 선체 

외판의 분포하중을 예측하여 강제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분포하중에 의한 전선진동 응답이 집중하중보다 

낮게 예측 되었고,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집중하중을 적용한 

경우와 응답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포하중에 의한 해석이 집중하중 보다 실선 변동압력 

분포와 유사하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해석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응답이 집중하중을 적용한 해석 결과 보다 낮게 

예측되므로 과도 보강에 대한 비용 및 작업 시수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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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 선박의 진동해석을 위한 빙 유기 동하중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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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ce-induced dynamic load assessment for vibration 
analysis of ice-breaking vessel

Hyemin Seong, Dae-Seung Cho, Kuksu Kim, Nhoseong Kim
요 약

In order to achieve anti-vibration design of ice-breaking vessel through vibration analysis, a reliable ice-induced dynamic load
assessment for the analysis is required. In this paper, a numerical evaluation method for ice-induced dynamic loads in 
ice-breaking condition is presented. The method is based on the existing empirical formulas to evaluate ship resistance which 
appears during ice-breaking process of level ice, and the ice failure load was calculated based on semi-infinite plate theory. 
Furthermore, ice-induced dynamic load assessment using the statistical distribution of ice thickness and property data obtained 
from the real sea experiment was introduced.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articulars of an ice-breaking 
vessel and level ice properties. From the analysis, the validity of ice-induced forces in vertical direction according to ice thickness
and ship velocity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ice-induced forces between constant ice thickness and compressive strength 
and statistical ones were compared. Th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excitation frequencies of ice-induced dynamic loads are 
varied according to ice thickness and ship speed and can be resonant with vertical hull girder modes.
Keywords : Ice-induced dynamic load (빙 유기 동하중), Ice-breaking vessel (쇄빙 선박), Anti-vibration design (진동 저감 설계),
            Level ice (평탄 빙)

1. 서 론
선박 쇄빙 시 발생하는 빙 유기 동하중 (ice-induced dynamic 

load)은 슬래밍 (slamming)과 같은 반복 충격력의 특성을 나타내
며, 쇄빙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지배적 기진주파수 성분이 선체 
주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범위와 유사하고, 빙 두께가 두꺼울수
록 기진력의 크기도 증가한다. 따라서, 쇄빙 선박의 진동 저감 
설계 (anti-vibration design)를 위해서는 쇄빙 조건에 따른 정확
한 빙 유기 동하중 평가와 함께 선체 거더 등의 주요 선체 구조
에 대한 진동해석이 필요하다.

빙-선체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하중 평가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저항 성능을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Lindqvist (1989)는 
선박의 쇄빙 과정을 분쇄 (crushing), 쇄빙 (breaking), 침수 
(submersion)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작용하는 힘을 계
산한 후 속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빙 저항을 평가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정 등 (2012)은 빙 저항 추정을 위해  Lindqvist
가 제안한 방법을 일부 활용하되 쇄빙 저항 성분은 선체의 빙 관

입 시 운동 에너지 산정 식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한편, 선박의 운동 성능 추정을 위해 선체에 작용하는 빙 유기 
동하중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로서 Lubbad 등 (2011)은 빙-선
체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수치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시간 운동응답 평가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Su 등 (2010)은  
난수발생함수를 이용하여 선체-빙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빙 유
기 동하중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의 
3자유도 방향 (surge, sway, yaw)의 운동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러나, 선박의 진동해석을 위한 빙 유기 동하중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쇄빙 선박의 진동해석을 위해 Lindqvist 및 정 
등이 제안한 모델을 이용하여 빙 유기 동하중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적 
쇄빙선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빙 유기 동하중을 평가
하고, 선속과 빙 두께의 변화에 따른 빙 유기 동하중 변화를 고
찰하였다. 또한, 빙 두께 및 압축강도가 확률적 분포를 가지는 
경우의 빙 유기 동하중 변화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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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쇄빙 선박의 방진 설계 절차
본 연구에서는 Fig.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빙 유기 동하중 평가

와 이에 대한 선체 구조의 공진회피 및 진동응답 허용치 평가로 
구성되는 쇄빙 선박의 일반적 진동 저감 설계 평가절차를 정립하
였다. 이때, 빙 유기 동하중에 대한 주요 선체 구조의 공진회피 
설계는 유한요소법 등을 이용하여 선체 거더 상하고유진동수 등
의 주요 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를 평가하고, 반복적 시간이력을 
갖는 빙 유기 동하중의 주요 주파수 성분과의 공진 여부를 평가
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빙 유기 동하중에 대한 선체 진동응
답은 상기 하중을 선수부 쇄빙 구조에 점, 선, 또는 면 기진력으
로 부가한 후, 주파수영역의 모드중첩법 또는 시간영역의 직접적
분법으로 진동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평가한
다.

Fig. 1 Anti-vibration design procedure for ice-breaking 
vessel

3. 쇄빙 선박의 빙 유기 동하중 평가
선박의 쇄빙 과정은 분쇄(crushing), 굽힘(breaking), 침수

(submersion)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Lindqvist, 2012). 또한, 선
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빙 유기 하중은 분쇄 파괴력 (crushing 
force), 굽힘 쇄빙력 (breaking force), 침수 마찰력 (submersion 
force)에 의해 나타나며, 이들은 각각 종‧수평‧수직 방향 성분을 
갖는다. 이 중 수평방향 힘 성분의 경우 선수부 형상을 대칭이라 
가정하면 선수부에 걸쳐 작용한 힘이 서로 상쇄되고, 종방향 성
분의 경우 빙 저항 관점에서는 중요하나, 선체 거더의 종진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반면, 수직 방향 성분은 
선체의 상하 방향 굽힘 모드 등 주요 모드에 지배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쇄빙 시 선체 구조의 
진동해석을 위한 빙 유기 동하중의 수직 방향 성분만을 평가하였
다.

3.1 진동해석을 위한 빙 유기 동하중 평가 모델
선박의 쇄빙 단계 별 작용하는 빙 유기 동하중은 Fig. 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선체가 빙에 관입하기 시작하여 빙이 굽힘파괴
되는 순간까지의 선박 전진구간 에서는 분쇄 파괴력과 침수 마
찰력 및 굽힘 쇄빙력이 작용하고, 빙판의 굽힘파괴 후 선체가 빙
에 재차 관입하기 위한 전진 구간 에서는 분쇄 파괴력과 침수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분쇄 파괴력과 침수
마찰력은 선속에 따라 달라지고, 굽힘 쇄빙력은 선속은 물론 빙
과 선체의 상대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빙 유기 동
하중 은 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속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굽힘 쇄빙력 와 선속에 의해 좌우되는 분쇄
파괴력  및 침수 마찰력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상기 과정을 고려하면, 연속 쇄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빙 
유기 동하중 시간이력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상화 할 
수 있다.

        (1)

Fig. 2 Definition of characteristic and advance length

Fig. 3 Time history of idealized ice-induced dynamic force
3.2 수직 분쇄 파괴력 평가

선박의 쇄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 분쇄 파괴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indqvist (1989)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즉, Fig. 4에 나타낸 빙과 선체에 작용하는 정역학적 평형상태의 



평균 수직력 은 빙판의 굽힘강도 와 빙 두께 를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실험적으로 산정하였다.

   
 (2)

또한, 선속을 고려한 분쇄 파괴력 은 실험적으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3)

Fig. 4 Definition of crushing force components
3.3 수직 침수 마찰력 평가

침수 마찰력은 물과 얼음의 밀도 차이에 의해 선체 바닥에 작
용하는 마찰력과 선수부에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의 합
으로 정의된다(Lindqvist, 1989). 이때, 전자의 성분은 선체 바닥
에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정적 분포 하중으로 가정하였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수부에 작용하는 마찰력만을 고려하여 수
직방향 침수마찰력을 평가하였다. 즉, Lindqvist(1989)의 선수부 
침수마찰력 산식을 이용하여 선속을 고려한 수직 침수 마찰력 
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cos sin

sin 

tan 

 
  (4)

여기서, 는 빙과 선체간의 마찰계수, 와 는 해수 및 빙 밀
도, g는 중력 가속도, , 는 각각 폭 및 흘수이다. 또한, 는 
선수각, 는 수선면 도입각, 는 tan tansin이다. 
이들 각도 성분들에 대한 기하학적 정의는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Definition of angles at ship stem
3.4 수직 굽힘 쇄빙력

빙에 대한 선체의 관입 깊이  변화 시 선체 접촉면에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굽힘 쇄빙력 은 다음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다(Jeong et al, 2012).

   (5)

여기서, 는 빙의 일축 압축강도, 는 관입깊이에 따른 
빙-선체 간의 접촉면적, 은 선체-빙 접촉 마찰계수로써 본 연
구에서는 0.5를 사용하였다(Valanto, 2001).

한편, 접촉면적 는 Fig. 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체
의 수직 방향 빙 관입 거리가 빙 두께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Case 1)와 이 보다 큰 경우 (Case 2)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Jeong et al, 2013).

 sincoscos



  for  ≤ cos (6)

 sincos
cos cos  for   cos      (7)

(a) Case 1:  ≤ cos

(b) Case 2:   cos
Fig. 6 Two cases for the calculation of contact area
한편, 빙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굽힘 쇄빙력 

은 상기와 같이 산정된 법선면에 작용하는 하중과 빙과 선체 상
호간의 마찰계수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cos sin  (8)

상기의 굽힘 쇄빙력 은 관입 깊이에 따라 증가하되 
빙 파괴 하중으로 정의되는 max보다 작을 경우에만 작용한다. 
이는 와 max가 같아지면 빙의 파괴로 인해 굽힘 쇄
빙력이 소실되기 때문이다.

3.5 빙 파괴하중 및 특성길이 평가
본 연구에서는 굽힘 쇄빙력의 최대값을 결정하는 빙 파괴하중 

max의 평가를 위해, 탄성지지 반 무한 판 이론으로부터 유도된 



     
Fig. 7 Semi-infinite plate (Su et al, 2010)

식 (9)을 활용하였다(Kerr, 1976).

max   (9)

한편, 빙유기 동하중의 기본 기진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하
중 주기는 빙편의 굽힘파괴가 발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전진거
리  및 빙판의 파괴길이 , 선속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10)

여기서, 빙판의 파괴길이 는 다음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Su et 
al, 2010).

 






  


 






(11)

상기 식에서 는 실험에 의해 도출된 경험계수로써, 통상적으
로 0.15 ~ 0.3 값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0.18을 적용하였다.

한편, 빙편의 굽힘파괴가 발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빙편 길
이 는 빙에 대한 선체 법선 방향으로의 최대 관입 깊이 max 
즉,
  maxsin (12)

에서 작용하는 굽힘 쇄빙력이 빙의 굽힘 파괴력과 같다는 조건에 
의해 산정된다.

3.6 빙 물성치의 확률분포를 고려한 빙 유기 동하중 
평가

전술한 빙 유기 동하중 평가 방법은 빙의 두께와 물성치가 일
정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해역에서의 빙의 두께와 
물성치는 균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한 빙 유기 동하중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빙 두께 및 물성치를 정규분포
인 통계적 변수 로 가정하고, 빙 유기 동하중의 누적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
였다.



 


exp
     (13)

여기서, 와 는 각각 확률변수 의 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또
한, 빙 두께 또는 임의 빙 물성치 에 대해 와 를 지정하면, 
한 주기의 쇄빙구간에 대한 는 난수 발생 함수를 이용해 다음
과 같이 생성하였다.

    (14)

4. 수치해석 및 고찰
4.1 수치 해석 모델 및 빙 물성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빙 유기 동하중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 쇄빙 탱커선인 MT Uikku를 대상으로 수직 방향
의 빙 유기 동하중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치대상 선박의 주요 제
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수치해석에 적용한 평탄빙 
(level ice)의 물성치는 Table 2에 나타내었는데, 이에는 
Bothnian해에서 측정한 빙 두께와 압축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도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MT Uikku (Su et al, 2010)
Main particulars Symbol Value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150.0 m
Breadth  22.2 m
Draught  12.0 m

Stem angle  30.0 °
Waterline entrance angle  21.0 °

Frame angle  36.0 °

Table 2 Characteristics of level ice and sea water in 
Bothnian sea (Su et al, 2011, Kujala, 1996)

Main particulars Symbol Value
Thickness 

      0.50 m (mean)    / 0.18 m (std.)
Compressive strength 

      2.30 MPa (mean)    / 0.65 MPa (std.)
Elastic modulus        5.40 GPa
Flexural strength        0.58 MPa
Poisson's ratio        0.33

Frictional coefficient        0.15
Ice density       880.0 kg/m3

Seawater density      1024.0 kg/m3

4.2 선속과 빙 두께가 빙 유기 동하중에 미치는 영향
선속 및 빙 두께가 빙 유기 동하중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빙 두께가 1 로 일정하고 선속이 1.02  (2 
knots), 1.54   (3 knots), 2.06  (4 knots)인 경우와 선



속이 1.54 로 일정하고 빙 두께가 0.5 , 1.5 , 2.0 
인 경우의 빙 유기 동하중을 평가하였다. Fig. 8에는 빙 두께가 
1.0 , 선속이 1.54 인 경우의 빙 유기 동하중의 시간이력 
평가 결과를 예시하였다. 또한, 선속 및 빙 두께에 따른 빙 유기 
동하중의 평균치, 최대값 및 이의 주요 기진주파수 평가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각각 나타내었다.

상기 결과로부터 선속 및 빙 두께 증가 시 수직 방향의 빙 유
기 동하중 평균 및 최대값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빙 
두께가 0.5   일 때는 주요 주파수 성분의 기진력 크기가 10 
 이하이나, 1.5  일 때는 90  이상으로서, 빙 두께 증가 
시 빙 유기 동하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속 증가 시 빙 유기 동하중 주기가 짧아지므로 기진주파수는 
높아지고, 빙 두께 증가 시 특성 길이의 증가로 인해 기진주파수 

(a) Time history 

(b) Frequency spectrum
Fig. 8 Simulated ice-induced dynamic force (Ice thickness: 

1 , ship velocity: 1.54 )
Table 3 Variation of ice-induced dynamic force and 

excitation frequencies according to the ship 
velocity (Ice thickness: 1.0 )

ShipVelocity()
Mean.Force()

Max.Force()
1st excitation frequency (Hz) / amplitude ()

2nd excitation frequency (Hz) / amplitude ()
1.02 382.27 661.46   0.31 / 38.85    0.61 / 33.28
1.54 442.68 720.62   0.45 / 38.89    0.91 / 34.30
2.06 503.18 780.68   0.61 / 38.94    1.22 / 35.07

Table 4 Variation of ice-induced dynamic force and 
excitation frequencies according to ice thickness 
(Ship velocity: 1.54 m/s)

Ice thickness(m)
Mean.Force(kN)

Max.Force(kN)
1st excitation frequency / amplitude(Hz / kN)

2nd excitation frequency / amplitude(Hz / kN)
0.50   113.87   183.69   0.79 / 7.76   1.58 /  6.32
1.50   967.97  1592.38   0.33 / 92.8   0.66 / 82.03
2.00  1683.19  2788.28   0.26 /166.9   0.52 /148.11 

가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1차 및 2차 기진주파수의 
범위는 대략 0.25 Hz ~ 0.8 Hz로 일반 대형 상선의 저차 선체 
거더 모드의 고유진동수 범위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3 빙 물성치의 확률분포를 고려한 빙 유기 동하중 
평가

빙 두께와 물성치의 확률적 분포가 빙 유기 동하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선속이 1.54 m/s인 경우에 Table 2에서 제시
한 빙 두께 및 압축강도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수직 
방향의 빙 유기 동하중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Fig. 9와 Fig. 10
에 나타내었다. 또한, 빙 유기 동하중의 평균치와 최대치 및 1, 2
차 기진력에 대한 평가 결과는 빙 두께 및 압축강도가 일정한 경
우와 함께 Table 5와 Table 6에 나타내었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빙 두께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면 빙 유
기 동하중의 평균값은 균일 빙 두께로 평가한 결과와 30 % 내외
의 차이를, 최대 동하중은 약 158 %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쇄 및 굽힘 파괴력이 빙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
라고 사료한다. 또한, 확률 분포 고려 시 기본 쇄빙 주파수 성분
이 잘 구분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한다. 한편, 빙 압축강도 변화 시 굽힘 쇄빙력이 작용
하는 구간에서는 시간이력과 평균 및 최대 동하중이 다소간 변화
하나 전반적인 빙 유기 동하중 평가 결과는 일정한 압축 강도로 
평가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 Simulated ice thickness

(b) Time history

(c) Frequency spectrum
Fig. 9 An example of ice-induced dynamic force 

considering statistical variation of ice-thickness 



(a) Time history

(b) Frequency spectrum
Fig. 10 An example of ice-induced dynamic force 

considering statistical variation of ice 
compressive strength

Table 5 Ice-induced forces in cases of constant and 
statistically variated ice thickness (Ship velocity: 
1.54 m/s)

Ice thickness
(mean / std.)

(m)
Mean.
Force(kN)

Max.
Force
(kN)

1st excitation frequency / amplitude(Hz / kN)
2nd excitation frequency / amplitude(Hz / kN)

0.5 / 0.00   113.87  183.69  0.79 / 7.76  1.58 /  6.32
0.5 / 0.18   148.86 474.42 - -

Table 6 Ice-induced forces in cases of constant and 
statistically variated ice compressive strength (Ice 
thickness: 0.5 m, ship velocity: 1.54 m/s)

Compressivestrength(mean, std.)(MPa)
Mean.
Force(kN)

Max.
Force
(kN)

1st excitation frequency / amplitude(Hz / kN)
2nd excitation frequency / amplitude(Hz / kN)

2.30 / 0.00   113.87  183.69  0.79 / 7.76   1.58 / 6.32
2.30 / 0.65  122.36 261.97 0.79 / 7.79  1.59 / 6.34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빙 유기 동하중에 대한 쇄빙 선박의 공진회피 

및 진동응답 허용치 설계 절차를 제안하고, 쇄빙 선박에 작용하
는 빙 유기 동하중 평가 방법을 정립하였다. 제안된 동하중 평가 
방법의 실용성과 정확도 검증을 위해 실적 쇄빙상선을 대상으로 
수직방향의 빙 유기 동하중을 평가한 결과, 빙 유기 동하중의 주
요 기진주파수는 선체 거더의 상하 모드 고유진동수와 유사한 범
위이고, 빙 두께가 증가하면 기진력의 크기도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쇄빙 선박 설계 시 빙 특성치 및 선박의 운항조건에 
따른 공진회피 및 진동응답허용치 설계가 필요하다고 사료한다. 
아울러, 빙 유기 동하중 평가 방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

확한 빙 물성치 및 파괴특성에 대한 추정과 확률 분포를 고려한 
빙 유기 동하중 생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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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전선진동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동적 피로 수명 평가 
정민철 석호일 정태석 

 

Fatigue life evaluation of the structure based on the global ship 

vibration analysis result 

Min-Cheol Jeong, Ho-Il Seok and Tae-Seok Jeong 

 

 

요 약 

 

선박은 운항 중 추진 시스템, 파도 등에 의하여 동하중을 받기 때문에 기존 응력, 변형률을 이용한 정적인 피로해석

방법은 부정확하므로 구조물의 공진을 고려한 동적 피로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박의 경우 동하중에 대한 하중

이력의 부재로 아직까지 초기 설계단계에서 진동 피로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및 상세 설계단계에서 구조물의 정량적 진동피로수명 예측을 위해 전선진동해석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에

작용하는 동하중이력 계산 방법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계산의 효율성 및 설계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유형의 설계안 검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역 - 국부 해석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Global-Local analysis(전역-국부 해석), Load history(하중 이력), Power spectral density(PSD, 파워 스펙트럼 밀도)  

 

 

1. 서 론 

 

선박의 구조물은 운항 중 지속적으로 주기관, 프로펠러 

및 파도 등의 동하중(Dynamic load)을 받는다. 특히 주기관, 

프로펠러 등 추진 시스템으로부터 기인된 진동에 의하여 

선박 구조물의 손상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선박의 고속화에 따라 동하중의 크기는 증가하는 반면, 

대형화 및 경량화 추세로 인해 선박 구조물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 구조설계 단계에서 

동하중을 고려한 피로해석이 요구된다.  

현재 선박의 피로해석은 정하중에 의한 응력만으로 

선급에서 제시하는 최소 피로수명을 만족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과 같이 동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경우, 정하중만을 고려한 해석만으로는 동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수명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물의 공진을 

고려한 진동피로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진동피로해석은 

구조물의 고유진동해석을 통해 고유진동수를 계산하고, 

 

Fig. 1 The vibration fatigue analysis process 

 

구조물에 작용하는 주파수 영역의 하중 이력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수와 하중 이력의 주파수가 일치하는, 공진에 의한 

대상 구조물의 피로수명 및 취약부위를 해석하는 것으로 

공진 피로해석이라고도 한다. Fig. 1은 상용 프로그램인 

MSC Fatigue를 이용한 일반적인 진동피로해석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선 테스트를 통해 동하중에 대한 

하중 이력 도출의 어려움으로 초기 구조설계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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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피로수명 예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기 구조설계 단계에서 선박에 

작용하는 동하중이력을 전선진동해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정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역-국부 해석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진동피로해석 절차 

각 조선소에서는 신선종 설계 시, 초기 설계 단계에 진동 

특성 파악을 위한 전선진동해석을 수행한다. Fig. 2와 같이 

실선 계측 시 구조물에 작용하는 주요 기진력은 주기관과 

프로펠러 성분이므로, 전선진동해석에 고려되는 

기진력만으로 충분히 관심있는 구역에서의 피로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립한 

진동피로해석 절차는 Fig. 3과 같다. 먼저, 주기관과

 
Fig. 2 The result of vibration measurement at E/R 1st deck 

 

 
Fig. 3 The vibration fatigue analysis process using the 

global-local analysis technique 

 

프로펠러를 기진력으로 한 강제진동해석을 수행하고 

관심있는 국부 모델의 경계 절점에서 변위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변위값은 국부 영역의 경계조건으로 적용되고 국부 

모델의 피로해석 영역의 응력을 계산하고 피로수명을 

계산한다. 

 

2.2 하중 이력 계산 

진동피로해석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이력(Load history)이다. 일반적으로 하중 

이력은 계측을 통하여 계산되나, 선박의 경우 계측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고 주로 피로 파손이 일어나는 부위가 각종 

유체 탱크 내부이므로 실선에서 하중 이력을 계측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하중 이력은 전선진동해석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전선진동해석과 동일하게 

주기관 및 프로펠러에 의한 강제진동해석을 수행한 후 

진동피로해석을 수행할 영역의 경계 절점에서의 응답이 

하중 이력이다. 

 

2.3 전역 - 국부 해석 

전선진동해석용 FE 모델의 격자 크기는 보통 정규 Web 

frame 간격으로 3~4m 정도이나, 피로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T x T로 격자 크기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절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고, 피로해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유체 

탱크 구역일 경우 접수진동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전선진동해석에 비해 많은 해석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하여 

다양한 설계 Concept별로 효과적인 방진 설계안 검토가 

힘들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적 해석에 주로 

적용되던 전역 - 국부 해석(Global - Local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였다. 전역-국부 해석 수행 시 유의할 점은, 국부 모델의 

경계이다. 국부 모델의 경계는 국부 모델 자체의 고유 진동 

모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4 실선 적용 

해석 절차의 검증을 위해 파나막스(Panamax)급 벌크선의 

청수탱크에 대한 진동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적용된 실선에 

대한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고, 해석 구역은 Fig. 4와 

같이 청수탱크 내부 Stringer와 Vertical 부재가 만나는 

부분에서 2가지 Collar plate tpye에 따른 진동피로수명을 

비교해 보았다. 

Water tight type은 MCR 내 공진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Table 1 Specification of subject vessel 

Dimension 

LOA 229.00 m 

LBP 225.50 m 

BREADTH  32.24 m 

DEPTH  20.20 m 

Main engine type MAN B&W 6S60MC-C8.1 (89 RPM) 

No. of propeller blade 4 EA 



 

Fig. 4 The area of vibration fatigue analysis 

 

 

Fig. 5 The comparison of stress 

 

3.0E+14 (무한수명)년의 결과를 얻었고, Non-tight type의 

경우는 공진점에서 4년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상기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결과이므로, 전선진동해석 결과를 이용한 

진동피로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선박은 운항 중 주기관 및 프로펠러에 의해 끊임없이 

동하중을 받으며, 이로 인해 유발되는 진동에 의해 선박 

구조물의 손상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실선 테스트를 

통한 동하중이력 도출의 어려움으로 초기 구조 설계 단계에 

동하중을 고려한 진동피로해석을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전선진동해석 결과를 이용한 

진동피로해석 절차를 정립하였으며, 전역-국부 해석 기법의 

적용을 통해 해석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정립한 진동피로해석은 전선진동해석의 응답 

결과를 국부 모델의 경계조건으로 부여하고 국부 모델의 

관심 구역에 대해 응력을 계산하여 피로수명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선에 적용하여 계측된 하중이력 

없이 진동피로해석 방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전역 - 

국부 해석 시 유의할 점은 국부 모델의 경계가 고유 진동 

모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선정하고, 경계 조건으로는 

변위를 적용하여야 한다. 

향후 실선 계측을 통해 본 논문의 방법으로 수행한 

진동피로해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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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내 주요 격실에 대한 피탄 해석 방법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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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on Ballistic Analysis Methodologies  

of Vital Compartments in Naval Ship 

Yun-ho Shin, Jung-hoon Chung, Jeong-il Kwon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요 약 

 

함정 생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함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진행되고 있다. 생존성 향상 방안은 구성 요소로 분류되는 피격성, 취약성, 회복성의 관점에서 주로 제안되고 있으며, 임무

수행 및 승조원 보호를 위해 각 구성요소의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구조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는 취약성에 대한 향상 방안은 위협 세력의 무기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위협 무기의 피격 상황에서

함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위협 무기에 의한 구조 손상의 원인은 크게 무기의 폭발파(Blast Wave)에

의한 손상과 파편 혹은 피탄에 의한 손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세 유한요소 모형 혹은 경험식 기반의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 범주에 포함되는 피탄에 의한 피격 상황에서 격실 구조 부재 설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분석/구현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피탄 해석과 관련하여 선진국, 국내외

선급, 국내 실적함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간략화된 경험식 기반의 해석 및 평가 방법론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제안된

피탄 해석 방법론을 구현한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적절한 피탄 해석 및 향상안 제안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Keywords: Ballistic Analysis(피탄 해석), Structural Vulnerability(구조 취약성), Survivability(생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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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완충기를 적용한 잠수함 탑재 장비 충격 검증 해석
정대근(현대중공업 특수선), 김영제(현대중공업 특수선), 변정우(현대중공업 특수선), 

이경덕(현대중공업 특수선), 박상철(현대중공업 특수선)

Shock Proof Analysis for the Equipment mounted on a Submarine 
with Shock Buffer

Dae-geun Jeong, Young-jae Kim, Jeong-woo Byun, Kyung-deog Lee, Sang-cheol Park

요 약

역사적으로 함정의 손상 및 침몰의 가장 주된 요인은 수중 위협 공격이다. 함정의 생존을 위해서는 함정에 탑재된 장비가 비접촉 수
중 폭발에도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비의 충격 강화 설계를 위하여 탄성마운트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 진동 절연을
위한 낮은 고유진동수 특성의 시스템의 유연한 탄성마운트의 경우, 비접촉 수중 폭발에 대하여 과도한 변형이 발생한다. 손상된 탄성마
운트는 장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완충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차세대 잠수함용으로 개발 중인 충전발전기
의 충격완충기 적용 충격 성능 해석에 대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Keywords : UNDEX(비접촉 수중폭발), 충격완충기(Shock Buffer), 탄성마운트(Resilient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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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구조를 포함한 함정용 탑재장비의 충격해석에 대한 연구
이현엽(충남대학교), 지용진((주)수퍼센츄리)

A study on the shock analysis for naval shipboard equipments 

including foundations
Hyun Yup Lee, Yong Jin Ji 

요 약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 및 장비 받침대는 수중폭발 충격하중에 대한 내충격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내충격 성능평가는 실험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며, 실험이 통한 내충격성능평가가 불가한 경우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한다. 현재 해석적인 

방법으로 내충격 성능평가시 탑재장비와 탑재장비 받침대를 개별적으로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탑재장비와 장비

받침대를 개별적으로 해석한 경우와 지지구조인 장비 받침대와 장비를 하나로 보고 해석한 경우에 대한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Keywords : Shock Analysis(충격해석), Shipboard Equipment(탑재장비), Equipment Foundation(장비 받침대)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 해군에서는 함정 탑재 장비 및 장비 받침대의 

수중폭발에 대한 내충격 성능은 충격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되, 중

량과 제원 고려시 충격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론해석을 통하

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론해석 및 평가 방법으로는 일

반적으로 미해군의 DDAM(Dynamic Design Analysis Method)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DDAM은 모드중첩법을 바탕으로 하는 선

형해석방법이기 때문에 비선형 강성특성을 갖는 탄성마운트를 

부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탄성마운트를 

고려하기 위하여 독일의 BV043에 의한 해석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비 지지구조인 장비 받침대를 포함하는 탑재

장비에 대해 DDAM에 의한 내충격 해석을 수행하고 장비와 장비 

받침대를 개별적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평가한 경우와 비교 분석

을 함으로써 장비와 장비 받침대의 영향도를 검토해 보았다. 

2. 충격응답스펙트럼

충격해석을 위한 충격응답스펙트럼은 'NRL Memorandum 

Report 1396'과 'BV043,Shock Resistance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Proof,1985'에서 제시된 충격응답스펙트럼 이다.

충격응답스펙트럼이란 ‘충격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1자유도계

의 최대응답’ 으로 정의된다. 함정 탑재장비에 대한 충격설계는 

기저부로부터 오는 base motion을 고려하는데, base motion이 

주어지게 되면 고유진동수가 일 때의 최대응답을 감쇠비

(Damping factor)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최대응

답을 고유진동수 축에 대해 그린 그래프를 충격응답스펙트럼이

라 한다.

2.1 DDAM

DDAM의 충격응답스펙트럼은 함정의 종류, 장비의 탑재위치, 

충격방향, 허용변위, 그리고 장비의 모드중량에 따라 분류되고 

이에 따른 내용은 Table 3에 정리했다.

 

2.1.1 장비탑재위치(DDAM)

장비탑재 위치는 Hull, Deck, Shell mounted로 구분되며 

Table 1과 Fig. 6에 세부위치를 나타냈다. 

Table 1 Equipment mounting location(D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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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폭발강화격벽의 내충격 구조 거동에 대한 
해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권 정일, 정 정훈, 신 윤호 (한국기계연구원)

Study for shock analysis and evaluation 
for structural behavior of blast hardened bulkhead in warship

Kwon Jeong-IL, Chung Jung-Hoon, Shin Yoon-Ho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요 약

전투를 임무로 하는 함정에 있어 대함 미사일과 같은 외부 위협에 의한 충격압력파와 파편으로부터 수밀격벽과 같은 격벽의
구조건전성(Structural Integr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내부 폭발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함정 격실의 강도가 약한 경우, 폭약이 격벽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폭발하게 되면 폭발 충격파(Blast 
Wave)가 파편보다 먼저 격벽에 도달하기 때문에 격벽이 충격파에 의해 먼저 제거되면 인접격실의 승조원과 탑재장비가 큰 손
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격벽과 외판 및 갑판을 연결하는 연결부(Joint)의 구조 형상을 개선하여 내부 폭발로 인한 파괴
및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성(Flexibility)를 유지하면서도 최대 변형량을 제한하는 강성을 지닌 폭발강화격벽(BHB, 
Blast Hardened Bulkhead)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폭발강화격벽 설계 및 성능검증 기술 개발을 위한 해석 및 거동 분석 
기법은 미국 및 유럽 등에서는 많은 시험과 관련 연구를 통해 개발 및 제안되고 있지만 국내는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폭발과 관련된 실험 및 실측자료는 군사 기밀로 자료 공유 역시 매우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 폭발
시 격벽의 구조 취약성 검토를 위한 간략화된 경험식을 조사/분석/구현한 결과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폭발강화격
벽의 설계에 대한 거동을 예측하고, 최신 M&S(Modeling & Simulation) 기법을 통해 상기 설계 방안을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Keywords : Blast  Hardened  Bulkhead(BHB,  폭발강화격벽),  Modeling  &  Simulation(M&S,  모델링‐시뮬레이션),  Blast  Wave(폭발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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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수중폭발 위협에 대한 함정 내충격 구조 향상을 
위한 설계 방안 연구

권 정일, 정 정훈, 신 윤호 (한국기계연구원)

Study for enhanced shock hardened warship design 
against close proximity underwater explosion

Kwon Jeong-IL, Chung Jung-Hoon, Shin Yoon-Ho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요 약

지난 2010년 발생한 1,200톤급 초계함 피격사건을 통해 그 중요성이 부각된 근접 수중폭발 조건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함정은 최소한 승조원의 대피,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침몰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성이 보
장된 구조적 설계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접 수중폭발 조건이라는 극한 조건은 함정 설계에 있어서 현
실적으로 일반적인 설계 하중으로 고려 및 취급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위협 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부력 유지를 위한 종강
도 확보를 위한 내충격 향상 설계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국 해군 함정과
유사한 중앙 단면을 가지는 이상화된 함정모델을 이용하여 근접 수중폭발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개념적 내충격 구조 향
상을 위한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Close  Proximity  UNDEX(근접 수중폭발),  initial  shock  Pressure(초기 충격파),  Gas  Bubble  Pulse(가스구체 압력파)

1. 서 론
함정 설계 시 수중폭발로 인한 충격하중은 전투 생존성 관점

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위협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1,200
톤급 초계함 피격사건(국방부, 2010)처럼 선체 절단 파괴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근접 수중폭발을 설계 대상위협으로 할 경우, 선체
구조 및 탑재장비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과도한 
설계가 되므로 전 세계적으로 함정 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수중폭
발 조건은 선체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인 원거리(Far Field) 비접촉 수중폭발조건이다. 이러한 원거리 
비접촉 수중폭발의 경우는 수중 폭발로 인한 야기되는 물리적 현
상에서 수중으로 전파되는 충격파(Shock Pressure)만을 설계하
중으로 취급하며, 이러한 수중폭발에 의한 설계하중은 크게 초기 
충격파(Initial Shock Pressure)와 가스구체의 거동으로 인한 가
스구체 압력파(Gas Bubble Pulse)의 2 가지 성분으로 분리하여 
함정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해군, 2005). 

일반적으로 함정설계에서 고려하는 원거리 수중폭발의 경우에

는 충격파와 가스구체의 영향을 분리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반면, 
근접 수중폭발의 경우 충격파의 근접 작용, 가스구체의 팽창과 
수축에 의한 호깅과 새깅 및 가스구체의 팽창 시 선체와 접촉에 
의한 불균일 유동으로 인한 가스구체의 비정상 수축에 의한 제트
류(Jetting Flow)의 영향까지 매우 짧은 시간에 혼합 연결된 복잡
한 물리적 상황을 발생시키므로 이들 작용들을 분리하여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근접 수중폭발 현상은 선체와 폭약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원거리 조건에 비해 매우 인접해 있으므로 수중폭발
로 인한 초기 충격파이 매우 크고, 또한 버블 제트(Bubble Jet) 
현상으로 인한 과도한 선체 거동으로 인한 종강도 부재의 손상을 
유발함으로서 결국 대상 함정에 있어서 종강도 상실이나 침몰 등
과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접 수중폭
발 위협에 대하여 최소한의 부력 유지를 위해 종강도 부재의 손
상 및 파손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함 승조원의 안전한 대피 및 
탈출을 통한 생존성 향상을 위한 내충격 구조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향상 설계안이 전술한 바와 같이 
함정 설계에 있어서 과도한 설계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개념
적 설계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실제 한국 해군 함정과 유사한 중앙 단면을 가지는 이상화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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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델을 이용하여 근접 수중폭발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개념
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와 같이 근접 수중폭발 해석을 위해서는 폭
발 현상으로 인한 주요 영향을 가능한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선
체, 해수, 공기, 폭약 및 폭발작용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Hydrocode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본 연구에서는 상용 해석 코드 가운
데 하나인 LS-DYNA(LSTC, 2007)을 사용하여 근접 수중폭발 해
석을 수행하였다.

2. 손상해석을 위한 근접 수중폭발 조건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근접 수중폭발 충격하중에 대한 설계 

요구조건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접 수중폭발 손상해석을 위
한 폭발조건으로 Fig. 1과 같이 지난 2010년 발생한 1,200톤급 
초계함 피격사건에서 고려한 폭발조건과 유사한 경우를 고려하
기로 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TNT 폭약 360kg이 수심 7m 및 
9m, 가스터빈실의 중앙부에서 함미방향으로 약간 떨어진 단면의 
수직방향 중심선으로부터 좌현방향으로 3m 치우쳐 폭발하는 조
건을 고려하여 손상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폭발 수심
이 7m의 경우가 실제 손상상태와 유사한 해석결과를 주는 것으
로 확인된 바 있다(국방부, 2010).  

Fig. 1 선체구조 손상해석을 위한 근접 수중폭발 조건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근접 수중폭발에 의한 손상해석을 위한 

폭약 종류 및 중량으로 Fig. 1에 나타낸 바와 동일한 폭발 조건
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선체 길이방향으로의 폭발위치는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접촉 어뢰들이 음향에 감응하는 기폭장치
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큰 수중방사소음을 발생시
키라 판단되는 기관실 중앙부를 가정한 지점을 선정하였다.

3. 손상해석을 위한 근접 수중폭발해석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Fig.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한국 해군 함정과 

유사한 중앙 단면을 가지는 이상화된 함정모델을 이용하였으며, 하중 
조건으로는 수중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만재 하중조건의 평균 흘
수로 정수 중에 떠 있다고 가정하였다. Fig. 3에서는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이상화 함정 선체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일부
를 도시하였는데 근접 수중폭발의 경우에는 원거리 수중폭발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충격파와 가스구체에 의한 충격하중이 폭발
원에 인접한 2~3개의 격실에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이들 구역의 
선체구조 및 장비들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함을 실제 손상상태
(국방부, 2010)와 이에 대한 손상해석의 결과 비교에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고려한 근접 수중폭발의 이상화 선체 길이방향 
폭발 위치가 중앙부 기관실 부근임을 고려하여 이들 격실 및 이
들과 인접한 격실을 가능한 상세히 모델링 하였다. 또한, 손상 
해석을 위해 쉘 요소들의 재질은 Cowper-Symonds 모델로 표현
되는 변형률(Strain Rate) 효과를 고려한 탄소성 재질 즉, 
LS-DYNA의 Material No. 24인 
‘Piecewise_Linear_Plasticity_Material Model’(LSTC, 2007)로 취
급하였다. 한편, 근접 수중폭발 시 함저를 통해 발생하는 선체의 
과도한 변형결과가 내부 탑재장비 및 받침대를 통해 인접 격실의 
추가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Fig. 4와 같이 이를 위한 해석 모
델 상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탑재장비는 선체 구조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강체(Rigid Body)의 거동을 하기 때문에 해당 위
치에 근사의 부피를 가지는 강체로 취급하여 해석 모델에 반영하
였다.

Fig. 2 한국 해군 함정을 이용한 이상화 선체 해석 모델

Fig. 3 이상화 선체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구역별 
분할 내용



Fig. 4 이상화 해석 모델 내의 주요 장비 및 받침대 해석 모델
근접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가스구체에 의한 유체-구조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LS-DYNA에서 제공하는 
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Eulerian(MMALE) 유체-구
조 연성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선체뿐만 아니라 폭약, 해수, 선체 
내부 및 자유수면 위의 공기도 직접 유한요소로 모델링에 포함하 
였다. 폭약, 해수 및 공기에 대한 해석 모델은  Fig. 5에 보인 바
와 같이 폭약은 Jones-Wilkins-Lee(JWL)의 상태방정식을 갖는 
Euler 요소로, 해수 및 공기는 각각 그루나이젠(Gruneisen) 및 다
항식(polynomial)의 상태방정식을 갖는 오일러Euler) 요소로 모델
링하였다. 폭약의 형상은 구(Sphere) 형상으로 가정하여 해당 위
치에 직접 모델링 하여 나타내었다. 한편, 모델링에 포함된 직육
면체 형상의 유체 영역의 높이와 폭, 그리고 길이는 Fig. 6에 보
인 바와 같이 고려한 근접 수중폭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
스구체의 크기와 대상 이상화 함정의 선체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Fig. 5 폭약, 해수 및 공기에 대한 해석 모델(Section View)

Fig. 6 이상화 함정 선체 모델이 포함된 유체영역의 크기

근접 수중폭발 손상해석을 위한 전체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관련 정보를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전체 해석 모델은 총 절점 
및 요소 수가 모두 3백만 개를 넘는 방대한 모델이다. 이러한 모
델을 이용하여 현재 고려하고 있는 근접 수중폭발 조건의 경우에 
대해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구체의 1차 맥동주기(대략 1.2초 
내외)를 고려하여 2초 동안의 응답을 계산하고자 하였다.

Table 1 근접 수중폭발 조건에 따른 전체 해석 모델의 
유한요소 모델링 정보(이상화 모델)

Item 설계원안
절점(Node)개수 3,555,115

요소 개수
Shell (for Ship) 531,478
Solid (for Fluid) 2,969,052

Total 3,500,530

4. 해석 결과 및 고찰
4.1 선체가 없는 Free Field에 대한 해석 결과

선체뿐만 아니라 폭약, 해수 및 공기를 직접 유한요소 모델링
하는 본 근접 수중폭발 충격응답 해석 방법(MMALE 방법)의 유
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을 갖는 Euler 요소로 모델링 된 폭약이 폭발하여 발생하는 
충격파가 선체에 잘 전파되는지 여부와 가스구체가 주위 수압에 
대해 팽창․수축의 맥동운동을 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충격파가 선체에 잘 전파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선체가 없
는 상태 즉, Free Field에서 MMALE 방법에 의해 계산된 충격파 
시간이력과 실험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폭발원으로부터 수직 상방으로 선체 하부 바로 아래 지점에
서의 시간이력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7에 도시하였다. 
결과 그림에서 보듯이 MMALE 방법에 의해 계산된 초기 충격파
의 최대 압력이 실험식으로부터 계산된 값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7 Free Field에서 MMALE에 의한 초기충격파 시간이력과 
실험식에 의한 초기충격파 시간이력 비교



가스구체가 주위 수압에 대해 팽창․수축의 맥동운동을 잘 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Free Field에서 MMALE 방법에 의해 계
산된 가스구체 반경 및 가스구체의 맥동운동으로 인한 유체압력 
시간이력을 Hicks의 이론(Hicks, 1986)으로부터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각 Fig. 8 〜 Fig. 10에 도시하였다. 
유체압력 시간이력의 비교는 초기 충격파 시간이력의 비교에서
와 마찬가지로 폭발원으로부터 수직 상방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서의 시간이력을 비교하였다. 

 

Fig. 8 Free Field에서 MMALE과 Hicks 이론에 의한 가스구체 
반경의 시간이력 비교

Fig. 9 Free Field에서 MMALE에 의한 가스구체에 의한 
유체압력의 시간이력과 Hicks 이론에 의한 유체압력의 

시간이력 비교

Fig. 10 Free Field에서 시간에 따른 가스구체의 맥동운동과 
자유수면의 유동

이들 그림에서 보듯이 MMALE 방법에 의해 계산된 결과와 
Hicks의 이론을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의 부합성이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10에는 시간에 따른 가스구체의 맥동운동
과 이로 인한 자유수면의 유동을 도시하였다. 이상으로부터 근접 
수중폭발에 의한 본함의 손상해석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MMALE 방법의 유용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2 선체를 고려한 탄소성 손상해석 결과
근접 수중폭발 조건에 대하여 MMALE 방법을 사용하여 탄소

성 손상해석을 통해 계산된 선체 충격응답과 가스구체 거동을 함
께 대표적인 시간대별로 도시하였다. 이들 그림에서 보듯이 근접 
수중폭발조건이기 때문에 충격파와 가스구체에 의한 충격하중이 
폭발원에 인접한 2~3개의 격실에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스구체의 팽창 및 수축과 이로 인한 선체의 
호깅 및 새깅 거동이 잘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time = 0.2 sec

(b) time = 0.6 sec

(c) time = 1.0 sec

(d) time = 1.4 sec
Fig. 11 근접 수중폭발 조건에 대한 설계원안의 거동



고려한 근접 수중폭발 조건에 대해 Fig. 12에서 나타나듯이 
대상함 선저에서 시작된 손상이 선체 측판을 거쳐 상부 구조까지 
진전되고 결과적으로 종강도를 상실하리라 판단된다. 즉, 초기충
격파에 의한 ‘Punching Shear’라고 불리는 전단 손상(판제에 수
직방향으로 작용하는 급격한 압력에 의해 판재가 두께방향으로 
전단, 즉 사선으로 파손되는 손상)으로 인해 본함 선저 외판의 
가장 취약한 부위가 먼저 찢겨져 나가고 계속해서 가스구체의 팽
창, 수축 및 재팽창으로 인해 위쪽, 아래쪽 및 다시 위쪽으로 극
심하게 변형되면서 점점 더 크게 찢겨져 나가고, 선체 측판을 거
쳐 상부 구조까지도 손상이 진전된다. 또한, 주기 및 보기 등의 
주요 장비들과 이들 받침대는 충격파와 가스구체의 팽창으로 인
해 수직 상방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내부 구조에 큰 손상을 
주면서 찢겨져 나간다. 이로 인해 선체의 주요 종강도 부재들은 
손상 또는 파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종강도를 상실하리라 판단
되며, 폭발원 수직상방의 격실을 중심으로 함수부와 함미부가 절
단, 분리되어 침몰할 수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a) 중앙단면 함저부

(b) 중앙단면 기관실 내부
Fig. 12 근접 수중폭발 조건에 대한 설계원안의 최종 손상 

상태 : 소성 변형률(Plastic Strain) 분포

4.3 개념적 선체구조 보강방안 수립 및 이에 대한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 고려한 근접 수중폭발조건은 1,200톤급 초계함 
피격사고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현재까지의 함정 내충격 설계조
건으로 사용될 수 없는 극단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비단 본 연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형이나 크기를 가진 수상함에 대해서도 최
소한 이와 유사하거나 더 심한 손상이 유발 될 수 있으리라 예상
된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은밀성 유지 및 효과적인 방어무기체계를 통해 예상되는 위협
에 대한 피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현실
적인 방안이겠지만 피격확률이 ‘0’인 함정 건조도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고 지난 초계함 피격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가
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런 극한 상황에서 본함의 생존성 향상 즉, 승조원이 대피, 탈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침몰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개념적(Notional) 선체구조 보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개념적 방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극한 상황에
서 침몰되지 않기 위한 선체구조 보강방안은 상당한 양의 중량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해군의 함정 획득 환경 
하에서는 함정의 내충격 설계기준보다 훨씬 가혹한 근접 수중폭
발에 의한 충격하중에 대해서까지 내충격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Fig. 13 및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념적 선체구조 보
강방안을 마련하였다. 보강방안의 핵심 내용은 Box Girder의 효
과적인 설계 및 배치에 관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Box Girder의 
두께 및 외판 보강부재의 두께를 50mm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해
당 함정의 운용 해역의 해상상태(sea-state)에서 함 종강도 손상
에 따른 조건에서 최소한의 승조원 탈출 시간을 고려한 부력 유
지 시간을 예측한 생존시간 계산 결과에 근거하였다. 이를 통해  
Box Girder의 두께가 50mm의 경우에 해상상태 5에서 생존시간
은 2시간으로서 가혹한 해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승조원이 충분
히 대피 및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되는 조건을 기준으
로 하였다. 한편, 보강안 내용 가운데 강력갑판 양현 및 양현 빌
지킬에 Box Girder를 설치하는 Model A의 경우, 약 203톤의 추
가 중량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중량 증가는 현재 함정 설계 과정
에서 개념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려 여부를 반영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설계 과정에서 수용하기 불가능한 중량 
증가량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접 폭발조건과 같은 극한 조건에
서도 종강도 향상을 통한 생존성 확보의 설계의 목적에 부합하면
서 이러한 추가 구조부재의 설치에 따른 중량 증가요인을 효과적
으로 줄일 수 있는 설계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기 
언급한 Model A의 두 군데의 Box Girder 설치 위치를 개별적으
로 분리하여 각각 Model B와 Model C로 추가 해석을 실시하였
다.

  

Fig. 13 근접 수중폭발에 대한 본함의 개념적 선체구조 
보강방안



상기 추가 시나리오를 통해 양현 두 군데에 강력한 Box Girder
가 설치된 Model A가 설계 원안 대비 분명 효과적인 것이 예상
되지만 Model B와 C와 같이 각 위치별 설치되는 Box Girder의 
설치로 인한 거동 평가 역시 중요한 설계 인자가 되므로 이 역시 
본 해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Table 2 본함의 개념적 선체구조 보강방안에 대한 설치 방안
설치 
방안

Model A
보강안 1

Model B
보강안 2

Model C
보강안 3

위치 - 강력강판 양현
- 양현 빌지부 - 강력강판 양현 - 양현 빌지부

크기 크기 : 1m × 1 m
판두께 : 50mm 

구간 Fr.30 ∼ Fr.135
(함 중앙부 3/5L 구간)

중량 약 203 ton 약 108 ton 약 95 ton

(a) 설계원안

(b) Model A

(c) Model B

(d) Model C

Fig. 14 설계원안 및 보강방안을 반영한 유한요소 해석 모델

설계원안의 손상해석에서 도출한 3가지 보강 방안에 대한 해
석 결과를 Fig. 15에 도시하였다. 이들 그림에서 보듯이 같은 시
점에서의 설계원안에 대한 결과인 Fig. 12와 비교했을 때 보강방
안으로 제시된 해석 결과는 그 손상 패턴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먼저, Model A의 경우 설계 원안과 마찬가지로 선저 외판이 파
손되고 폭약이 위치한 좌현의 선측 외판으로 손상이 일부 진전되
었지만 우현의 선측외판과 상부구조로 손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개의 Box Girder들 중에서 폭약이 위
치한 좌현 빌지부에 설치한 Box Girder에만 파단이 발생하여 종
강도를 상실하고 나머지 3개의 Box Girder에는 거의 손상이 발생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계원안의 손상 경향과 비교하여 
Model A의 경우는 선체가 분리로 인한 침몰의 위험이 적은 것은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 기대 시간동안 부력 유지를 통해 승조원
의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Model A의 보강 방안을 분
리하여 적용한 Model B와 C의 경우에 서로 판이한 경향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Model B의 경우, 상부 설치된 
Box Girder가 Model A의 경우보다는 소성 변형량이 더 발생하지
만 상부 갑판 구조부에서 전체적인 소성 변형량이 적어서 대변형
으로 인한 절단이나 파손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서 이 역시 선
체 분리를 막아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odel C의 경우는 폭약이 위치한 좌현뿐만 아니라 우현 
선측에 설치된 Box Girder가 상당한 대변형으로 손상 이 나타나
고 이로 인해 중앙단면부 전체에서 설계원안과 가까운 소성 변형
이 발생하여 Model B의 결과와 다른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상기 보강방안 3 가지 모두에서 폭약이 가장 가까운 위
치인 좌현 선저 하부에서는 외판부 및 내부 기관실 하부에서 과
도한 손상 및 파손 변형이 나타나는 양상은 설계원안의 거동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선체 종강도에 기여
하는 하부 주요부재의 유실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상기 제시한 Box Girder와 같은 보강 방안은 근접 폭발조건과 같
은 극단적 위협 조건에서 대상 함정의 선체가 순간적으로 분리 
및 침몰되는 것을 지연 및 방지하기 위한 개념적 구조 설계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실적인 함정 설계 과정에서 
Model A와 같이 과도한 중량 증가가 수반되는 설계 보강 방안은 
설계 과정 중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요건이므로 최소 이와 
유사한 거동 분포를 보이는 Model B와 같은 상부 Box Girder 설
치에 대한 검토 유무는 근접 폭발 위협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
함정 개념설계 단계부터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1,200톤급 초계함 피격사건과 동일한 폭발조건에 대해 실제 

한국 해군 함정과 유사한 중앙 단면을 가지는 이상화된 함정모델을 
이용하여 3차원 탄소성 유한요소 손상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한 근접 수중폭발 조건에 대해서 폭발원 수직상방의 격



(a) 함저 및 기관실 내부의 최종 손상 모습

(b) 보강재(Box Girder) 및 중앙부 구조부의 손상 거동 모습
Fig. 15 보강방안에 따른 추가 보강 부재들의 소성 변형률(Plastic Strain) 분포

실을 중심으로 함수부와 함미부가 절단, 분리되어 침몰할 수도 
있으리라 예상되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고려 중인 대상함정의 
생존성 향상 즉, 승조원이 대피,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침몰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개념적 선체 구조안으
로  Box Girder를 이용한 몇 가지 보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
안된 방안들의 유용성은 추가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방안’은 상당한 양의 중량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
재까지 한국해군의 함정 획득 환경 하에서는 함정의 내충격 설계
기준보다 훨씬 가혹한 근접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하중까지 내충
격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
한다면 함정 획득 체계에 대한 수정과 구조설계 개선을 통해 충
분히 보강 방안이 존재할 수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관련 개선 및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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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paper which studies on the ship vibration. Normally, a ship can be taken as a hollow beam on the sea. When it 

is sailing, a kinds of exciting forces which are worked on the ship make the whole hull vibrate. And generally the vibration is 

called global vibration. For ship vibration analysis, it is mainly to get the ship own natural frequencies and excitation

frequencies and then avoid vibration in some ways. Normally, the basic way is to prevent resonance conditions. The 

procedure is effective as long as natural frequencies and excitation frequencies can be regard as being independent of

environmental conditions. So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 vibration and local vibration, the study has taken

the DWT 1,000 ton class ocean research vessel as an example and the natural frequencies were checked and 

compared with the main excitation sources to estimate whether or not the resonances occur.  

 

Keywords: Vibration analysis, Global Hull Vibration, Local Vibration;  

 

1. Introduction 

 

Normally, a ship can be taken as a hollow beam on the 

sea. When it is sailing, some kinds of exciting forces which 

are worked on the ship make the whole hull vibrate. And 

generally the vibration is called global vibration. As long as 

there are exciting forces from external factor, it has the 

possibility for ship to occur the resonance in one beam or 

some harmonies. Even if the resonance will not occurred, 

because of the exciting force, the factors of hull plate such 

as vibration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will become 

bigger than before. It will make a serious influence on ship 

structure and comfort for human beings and so on.  

In a general way, the major sources of exciting 

forcearefrom several main parts, for example, they are main 

engine, main generator and propeller, etc. If excitation 

frequencies consistent with natural frequencies, the 

resonance will be occurredon the hull and it will make a 

serious damage to the structure and then maybe hurt people 

who are working or living on the ship. To prevent resonance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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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pectrum of vibration response for the above 4 

nodes with unit force of M/G  

 

 

Fig. 13 Spectrum of vibration response for the above 4 

nodes with the unit force of propeller 

 

3.4 Local vibrations calculation 

It was analyzed the local vibration for local panel of the 

engine room, stern and deckhouse checked whether or not 

the resonance generate between these local vibration 

responses and the frequencies of the main generator (tween 

deck, 30Hz) as main excitation components. To consider 

the safety and comfort of the accommodation, the main 

vibration modes of local structure have been checked (to 

22Hz are shown in figure 14 ~20). According to those 

dominant frequencies, it is little the possibility of the 

resonance generation between the main generator and 

accommodation deck. 

 

Fig. 14 Vibration 1st mode of accommodation (5.6868Hz) 

 

Fig. 15 Vibration 2nd mode of accommodation (8.4017Hz) 

 

Fig. 16 Vibration 3rd mode of accommodation (11.569Hz) 

 

Fig. 17 Vibration 4th mode of accommodation (13.045Hz) 



 
Fig. 18 Vibration 5th mode of accommodation (16.325Hz) 

 
Fig. 19 Vibration 6th mode of accommodation (18.202Hz) 

 
Fig. 20 Vibration 7th mode of accommodation (21.443Hz) 

 

 

4. Conclusion 

 

The relation between vibration mode of hull girder and the 

excitation frequencies of main generator is graphically 

shown in figure 21. By the results of analysis, the possibility 

of resonance on the vibration mode of hull girder and the 

excitation frequencies of main generator is little between 

MCR (Maximum Continuous Rating). 

 
Fig. 22 Excitation frequencies of main generator vs. 

natural frequencies of hull girder 

 

 
Fig. 21 Maximum vibration responses (ISO 6954 Code) 

 

According to the accommodation area to be limited within 

the range of “stippled zone” as defined by ISO 



6954-2000(E)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vibration with normal continuous rating of main 

engine. Therefore, the ISO 6954 code was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vibration levels on the accommodation of this 

ship. And the maximum vibration response on 

accommodation to be compared to ISO 6954 code is 

shown in figure 22. From this comparison of vibration 

response level, the value of rule requirement which is ISO 

6954 code make overtures (4mm/sec., 5Hz) was not 

exceeded by the value of the second order excitation 

component of main generator. 

 

For the above analysis, the basic results of the target ship 

for the ship vibration analysis have been received. Although 

the analysis and estimated results conform to the 

requirement, the accuracy of vibration analysis still needs to 

improve. Especially, in the case of using electric propulsion 

without diesel engine, it needs to do more research on the 

propeller vibration and also needs to do the other analysis 

with different methods and should do the measurement on 

the actual ship, then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two 

results in the followi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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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컨테이너선이 지속적으로 대형화됨에 따라서 구조 설계시 선체의 유탄성 응답에 대한 정량적 평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치 모델 기반의 선형 및 비선형 유탄성 해석을 통한 정량적 평가가 일정 수준에는

도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엄밀한 정량적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해역을 운항하는 8,600 TEU 및 9,200 TEU급 컨테이너선에 대한 실선 계측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선의 유탄성 응답 여부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파랑 및 운항 조건에 따른 선체 운동 및 유탄성 응답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수치 모델 해석 결과의 정도 및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특히 1절 모드의 비틀림 응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치

해석 모델과 실선에서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실선에서 계측된 유탄성 응답을 바탕으로 실선 설계시 적용 방법 및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였다. 

 

Keywords:Hydroelasticity(유탄성), Full-scale measurement(실선 계측), Container ships(컨테이너선) 

 

1. 서 론 

 

컨테이너선이 대형화됨으로 인해 종강도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 파라미터 중에 유탄성 응답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컨테이너선에 대해 특별하게 유탄성 응답이 

논의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속 운행, 유연한 선체 강성 

및 선수/미 형상으로 인해 다른 선종에 비해 파랑 기진력에 

의한  진동 응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유탄성 응답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그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수치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Tool이 주로 선급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 실제 프로젝트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해석을 통한 정량적 평가 방법은 단지 

주어진 가정에 따라 계산되는 결과를 기반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 수치해석 결과는 계산에 적용된 파라미터 값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고유모드 중첩법을 적용한 수치 기법의 경우 계산에서 

적용되고 있는 고유 모드가 실 해역 항해에서도 발생하는 

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계산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 해역을 운항하는 8,600 및 

9,200 TEU급 두 선박에 대한 실선 계측을 통해서 기록된 

유탄성 응답에 대한 평가 및 계측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수치해석 기법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실선 계측 시스템 

 

본 연구에 적용된 실선 계측 시스템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8,600 TEU급 선박의 경우, 주로 수직 굽힘 

모우멘트 및 파랑계측에 주안을 두고 계측 센서가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설치되었고, 9,200 TEU급의 경우 수직 굽힘 모우멘트 뿐만 

아니라, 비틀림 모우멘트와 파랑 계측을 목표로 계측 

시스템이 설치 되었다. 두 선박 모두 유럽과 극동 아시아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1항차 소요기간은 대략 한 

달이다. 

 

 

Fig. 1 Sensor positions of 8,600 TEU class 

 

 
Fig. 2 Sensors for measuring the shear forces and torsion 

installed on 9,200 TEU class 

 

8,600 TEU급 선박의 경우 기존 LBSG(long base strain 

gage) 대신 광섬유 센서를 장착하였으며, 파랑을 계측하기 

위하여 X-Band 레이더를 이용한 MROS의 계측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9,200 TEU급 선박의 경우 기관실 앞 횡격벽 위치에서 

비틀림 모우멘트를 계측하기 위해 Fig.2와 같이 기존 

LBSG와 일반 전기 저항식 게이지가 설치되었고, 정밀한 

파랑 계측을 위해 Fig. 3과 같이 선수에는 파고계(RADAC)와 

브리지에는 독립된 X-Band 레이더를 이용한 WAMOS의 

계측 시스템이 동시에 설치되었다.  

 

 

Fig. 3. 파랑계측 시스템 개요 

 

두 선박 모두 X-Band 레이더를 이용한 파랑 계측 

시스템이 장착되었지만 실제로 8,600 TEU급 선박의 

경우에는 파랑 계측에 실패하였다. 파랑 계측을 위해 별도의 

X-Band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에 사용되는 X-Band 

레이더를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 운항시스템과의 잦은 

충돌로 인해 결국 파랑 계측에 실패하였다. 정밀한 파랑 

계측을 위해서는 별도의 X-Band 레이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8,600 TEU급 계측 결과 
 

본 선박은 2009년 6월부터 실선 계측이 수행되었으며 

운항 항로는 Fig. 4와 같고, 2010년 11월까지의 운항 기록은 

Table 1과 같다. 

 

 
Fig. 4 Trading route of 8,600 TEU class containership 

 

Table 1 Voyages history 

항차 출발 일자 도착 일자 운항 방향 

1 2009-06-03 2009-07-04 East 

2 2009-07-04 2009-08-03 West 

3 2009-08-05 2009-09-04 East 

4 2009-09-05 2009-10-05 West 

5 2009-10-06 2009-11-06 East 

6 2009-11-08 2009-12-08 West 

7 2009-12-08 2010-01-08 East 

8 2010-01-09 2010-02-07 West 

9 2010-02-11 2010-03-15 East 

10 2010-03-15 2010-04-14 West 



11 2010-04-17 2010-05-24 East 

12 2010-05-24 2010-06-26 West 

13 2010-06-26 2010-07-31 East 

14 2010-07-31 2010-09-04 West 

15 2010-09-04 2010-10-08 East 

16 2010-10-08 2010-11-11 West 

17 2010-11-11 2010-12-20 East 

18 2010-12-20 2011-01-22 West 

19 2011-01-23 2011-02-28 East 

 

본 선박에는 선체 중앙부에서의 변형율 계측을 위해서 총 

8개의 광섬유 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상갑판, 이중저 근처 

종격벽 그리고 선측 외판 종통재의 웹과 플랜지에 각각 

설치되었다. 계측된 신호를 근거로 유탄성 응답에 의한 피로 

손상도 증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레인플로우법 및 

선형피로누적법을 적용하여 피로손상도를 직접 구하였다. 

피로 손상도 증가량은 필터링하지 않은 원래의 신호에 

대해 피로 손상도를 먼저 구하고, 순수 파랑 하중의 의한 

강체 응답의 주파수 영역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략 0.0 ~ 

0.4 Hz 이상의 신호만 필터링하여 가공된 신호에 대해 피로 

손상도를 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위치별로 유탄성 응답에 

의한 피로 손상도 증가량을 계산하였다. Fig. 5는 항차 

17~19까지 계산된 상갑판에서의 피로 손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Fatigue damage accumulation rate for upper deck 

sensor (Voyage 17 – Voyage 19) 

 

유탄성에 의한 피로 손상도 증가는 최대 약 40%정도로 

계산되었고, 위치 별로 증가분이 다르게 계산되었다. 국부 

파랑 압력을 받는 선측 종통재 플랜지 위치에서는 약 

80%정도로 가장 큰 값이 계산되었다. 종강도 하중 뿐 만  

아니라 파랑 충격에 의한 국부 진동 응답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유탄성에 의한 피로 손상도 증가는 최대 약 40%정도로 

계산되었고, 위치 별로 증가분이 다르게 계산되었다. 국부 

파랑 압력을 받는 선측 종통재 플랜지 위치에서는 약 

80%정도로 가장 큰 값이 계산되었다. 종강도 하중 뿐 만  

아니라 파랑 충격에 의한 국부 진동 응답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유탄성에 의한 피로손상도 증가가 최대 80% 정도 까지 

계측되었지만 설계 수명 20년을 고려했을 때의 설계 피로 

손상도에 비해서 그 크기는 비교적 작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 항로의 파랑 데이터 차이와 운항 

여건, 즉 항천에서 속도를 줄임으로 인해 계산에서와 같은 

황천에서의 고속 운항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유럽-극동 아시아 

노선은 설계 해역인 북대서양 해역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해상상태 및 운항 여건이 심하지 않음을 실선 

계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 9,200 TEU급 계측 결과 
 

본 선박의 경우는 모두 두 차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실선 계측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공동연구에서는 

파랑계측은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실제 해역에서 선체 운동 

및 가속도 계측을 주요 목표로 하였고 부가적으로 유탄성에 

의한 선체 응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Fig. 6은 계측된 수직 굽힘 모멘트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선박의 2절 수직 굽힘 모드의 고유 

주파수에 상응하는 약 0.5 Hz 근처에서 뚜렷한 피크치를 

확인할 수 있다. 

 

 

Fig. 6 Spectrum of the vertical bending moment at the mid 

shi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X-Band 레이더 이외에 선수에 

파고계를 장착하여 두 장비를 모두 사용하여 파고를 

계측하였다. Fig. 7은 각각의 장비를 통해 계측된 파고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Comparison of the wave height 

 

WAMOS 장비를 통해 계측한 파고값은 대체적으로 

RADAC 결과보다 큰 파고값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파고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다소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본 파고 계측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파고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치해석 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공동연구를 통한 실선 계측 결과 중 가장 

의미있는 결과는 Fig. 8과 같다. 

 

 

Fig. 8 Comparison of spectrum of VBM & torsional 

deflection 

 

Fig. 8에서와 같이 우측 스펙트럼을 보면 1절 비틀림 

모드의 고유 주파수 근처에서 명확한 피크치가 거의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좌측 수직 굽힘 모우멘트의 

스펙트럼에서는 고유 주파수 근처에서 뚜렷한 피크치를 

확인할 수 잇는 것과 대비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치해석 모델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 

해역 운항에서 이러한 모드가 계측이 거의 안되었다는 

사실은 기존 수치해석 모델에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파라미터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5. 결 론 

 

유럽<->극동 아시아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8,600 TEU 

및 9,200 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두 척에 대한 실선 계측을 

수행하였다. 본 실선 계측을 통해서 파랑 기진력에 의한 

유탄성 응답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유탄성 응답에 의해 선체 피로수명 감소량을 계산하였다. 

선체 위치에 따라 피로수명 감소량은 다소 차이가 났지만 

설계수명을 고려했을 경우에 본 항로 자체가 비교적 거칠지 

않은 해상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설계 여유치는 

충분한 것으로 예측된다. 

9,200 TEU급 선박의 비틀림 유탄성 응답을 검토해 보면, 

수치해석에서와 같은 비틀림 모드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했는데 이는 실제 컨테이너가 화물창 및 갑판 위에 

결박되어 있음으로 인해 선체가 비틀림 거동/변형시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간 마찰 및 결박장치에 의해 감쇠가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수직 굽힘 모드의 경우 컨테이너간 마찰이나 결박장치에 

의한 감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에 수치계산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치해석 

모델에서 이러한 감쇠 효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 지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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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접한 무한 길이 띠 평판의 방사 효율 해석 
유정수(울산대학교) 

 

Radiation efficiency from strip plates coupled with water 

Jungsoo Ryue 

 

 

요 약 

 

In large structures like ships, stiffened single or double layered plates are widely used so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vibrating

behavior of these plate structures. In this study, vibration and sound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strip plates which have finite width and 

infinite length are investigated numerically regarding stiffeners and fluid coupling. The waveguide finite element and boundary element

approach is us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for a simple strip plate, WF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oretical ones by means of the 

dispersion diagrams, averaged velocity, and radiation efficiency. Then fluid coupling and longitudinal stiffeners are included to the plate

model to investigate their effect on radiation efficiency of the plate. 

 

Keywords: Strip plate (띠 평판), Radiation efficiency (방사 효율), Waveguide finite element/boundary element (도파관 유한 요소/경계 요소) 

 

1. 서 론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 등과 같은 대형 구조물들은 필요한 

구조 강도의 확보를 위해 보강재가 부착된 단일 또는 이중 

평판 구조의 부재를 사용해 제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보강 

평판 구조로 이루어진 대형 구조물들의 국부적인 진동 및 소

음 해석을 위해서는 보강재가 있는 평판의 진동 및 소음 특

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강재의 간격에 비해 평판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무한 길이 띠 평판으로 가정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진동 및 소음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음향 방사 파워의 비는 

방사 효율을 이용해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물과 접하고 있는 

선체 외판의 진동에 의해 수중으로 방사되는 소음을 해석하

는데 방사 효율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진동하는 평판의 경우에는 방사 효율이 비교적 잘 정의되어 

있는 반면(Maidanik, 1962), 한 쪽이 물과 접한 평판의 방사 

효율에 대해서는 이론 해석 및 실험을 통한 검증의 어려움으

로 인해 제한적인 연구만이 수행되고 있다.  

Uchita 등(1986)은 작은 크기의 사각 평판 모델에 대해 

접수 평판의 방사 효율을 실험으로 구하고, 근사식을 제시하

였다. 이를 통해 접수 평판에 대해 Maidanik이 제시한 방사 

효율 식을 적용할 경우 방사 효율이 과도하게 예측됨을 보였

다. 그러나 Tanaka 등(1990)은 선박을 대상으로 한 방사 효

율 측정을 통해 사각 평판의 크기가 작을 경우 Uchita의 근

사식이 유효하나 실선과 같이 평판의 크기가 커지면 

Maidanik의 근사식이 실험치와 더 유사하다고 제안하였다. 

Rumerman (2002)은 감쇠가 적은 평판에 대해 구한 

Maidanik의 방사 효율식을 접수 평판에 적용할 경우 방사 효

율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계산됨을 보였다. 김현실 등(2012)

은 한 쪽 면이 물과 접한 사각 평판의 방사 효율을 모드 중

첩을 이용해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크로스 모드의 영향을 살

펴보았다. 그러나 모드 중첩을 이용해 물과 접한 사각 평판

의 방사 효율을 계산하는 데는 많은 연산 시간이 소요된다.  

선박의 외판과 같이 보강재가 부착되어 있는 평판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 비가 작은 띠 평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띠 평판에 대한 접수 시 진동 및 방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한 길이 띠 평판에 

대해 접수에 의한 판의 진동 및 소음 특성 변화를 살펴본다. 

띠 평판의 진동은 파동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으므로 파수 

영역 수치 해석 방법인 도파관 유한요소/경계요소법 

(waveguide finite element and boundary element 

method)(Nilsson,2009; Ryue, 2010)을 이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무한 길이 띠 평판의 방사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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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 Dispersion diagrams for (a) strip plate unstiffened, (b) 

strip plate with three stiffeners with and without fluid coupling. 

(Dash lines: sound waves in air and water) 

 

특성이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접수로 인해 평판의 

첫 번째 파동이 cut-on 되는 주파수가 낮아짐에 따라 약 10 

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방사 파워가 증가한 반면 약 

10 Hz 에서 수 십 Hz 구간에서는 방사 소음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접수 평판에서 방사되는 

소음의 파워가 공기 중에서 방사되는 음향 파워보다 높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강재 유무에 따른 접수 평판의 방사 소음을 

비교해 보면, Fig. 3으로부터 예상했던 것과 같이 보강재로 

인한 방사 소음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띠 평판을 따라 전파되는 파동의 파수가 음파의 

파수보다 낮을 때에만 소음 방사가 잘 일어나며 보강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높은 파수의 파동은 방사 소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사 효율 측면에서는, 접수 효과로 인해 평판의 진동 

수준이 공기 중 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지만 공기와 물의 특성 임피던스 차이가 약 3.6×10
3
 

이므로 접수 시 방사 효율이 공기 중 방사 효율보다 낮게  

 

Fig. 4. Radiated sound power for strip plate with and without 

stiffeners and fluid coupling.  

 

Fig. 5. Radiation efficiency of strip plate with and without 

stiffeners and fluid coupling.  

 

얻어진다. Fig. 5에는 유체 및 보강재 유무에 따른 무한 길이 

띠 평판의 방사 효율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5로부터 

접수 효과로 인해 평판의 방사 효율이 약 25~30dB 정도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보강재에 의한 방사 효율의 변화는 첫 번째와 

다섯 번째 cut-on 주파수 사이인 약 2~200 Hz 대역에서만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는 보강재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즉, Fig. 3의 첫 번째 그룹에 

속한, bay의 1차 모드를 가지는 파동에서만 보강재의 효과가 

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접수 평판의 방사 효율에 

미치는 보강재의 효과는 bay의 1차 모드가 발생하는 

저주파수 대역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5에는 Uchita의 실험식을 함께 나타내었다. 

Uchita의 실험식은 가로 세로의 길이 차이가 크지 않은 사각 

평판에 대한 결과이므로 띠 평판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평판의 edge에서 소음 방사가 

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띠 평판과 사각 평판의 방사 파워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Xie, 2005). 따라서 Fig. 5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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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 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Uchita의 실험식이 수치 

해석의 값보다 낮게 제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bay의 

1차 진동 모드를 가지는 파동에 의한 저주파수 대역의 방사 

효율은 Uchita의 실험식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가로 세로의 비가 비슷한 사각 평판의 경우 corner 

모드에 의한 소음 방사가 존재하는 반면 띠 평판에서는 

corner 모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접수 띠 평판의 

방사 효율이 사각 평판에 대한 Uchita의 실험식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물과 접한 무한 길이 띠 평판에 대한 

진동, 음향 방사 파워 및 방사 효율을 수치 해석을 이용해 

구하고 보강재의 유무에 따른 방사 효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물과 접한 띠 평판에서는 보강재의 영향이 음향 방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보강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높은 파수의 파동은 음파의 파수보다 

커서 방사 소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사 

효율의 측면에서는 보강재에 의한 평판 진동의 감소로 인해 

bay의 1차 모드를 가지는 파동이 cut-on 되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만 방사 효율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보강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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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요소 생성을 위한 모드 에너지 기반의 유한요소 클러스터링
최성원(부산대학교), 김국현(동명대학교), 조대승(부산대학교)

Modal Energy-Based Finite Element Clustering for SEA Subsystem 
Modeling

 Sung-Won Choi, Kookhyun Kim, Dae-Seung Cho 

요 약

SEA (statistical energy analysis) is widely applied to predict noise and vibration transmission through complex 
industrial structures in high frequency range. To apply this method, a complex structure is divided into subsystems that
can receive, store, dissipate and transmit energy. But the identification of subsystems in complex structure is not 
obvious and rather human-depende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xtended SEA method applicable in 
mid-frequency range. In this paper, a modal energy-based clustering method using finite element model for SEA 
subsystem modeling is proposed. For the purpose, modal kinetic and strain energies of fine finite elements providing 
detail behaviors of the structure are estimated by free vibration analysis and transferred to coarse finite elements 
defined as the geometrical union of fine elements. The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s carried out to find 
independent parameters of modal energy matrix and K-means algorithm is applied to classify a set of data into a 
group having almost the same energy behavior.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classify SEA subsystems from the 
FE coarse model of a double bottom structure and the clustering result is compared with that obtained by an excited
energy-based clustering, which shows the proposed method to be applicable for classifying SEA subsystems from a
finite element model effectively.
Keywords : SEA(통계적 에너지 해석법), Modal kinetic energy(모드 운동에너지), Modal strain energy(모드 위치에너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주성분 분석), K-means algorithm(K-평균 알고리즘)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거주구역 및 작업장에서 선

원의 의사소통, 청력보호, 안락성 보장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기존 선박 소음 기준(IMO, 1981) 대비 강화된 소음 기준치를 
2014년 7월 1월 이후 건조되는 1,600 GT 이상의 신조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IMO, 
2012). 또한, 해양구조물의 경우엔 선박보다도 엄격한 소음 허용
치가 계약 사양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선박 및 해양구조물
에 요구되는 엄격한 소음 규제기준을 효과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서는 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는 소음해석의 정확도를 고도화할 필
요가 있다.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소음은 공기, 구조, 공조 배관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구조전달음은 멀리 떨어진 
구역까지 전달되므로 저소음 선박 및 해양구조물 건조를 위해서
는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구조전달음 해석을 위한 대표적 수치해석방법으로 대상 구조
물을 유한개의 세부요소(subsystem)로 모델링하고 이들 간의 에
너지 교환 및 평형 관계를 이용해 진동·소음 수준을 예측하는 통
계적 에너지 해석법(statistical energy analysis; SEA)이 널리 활
용되고 있다(Lyon, 1975). SEA 방법은 임의 주파수 대역에 존재
하는 모드의 평균 에너지와 요소간 에너지 차이를 이용하여 응답
을 구하므로 상대적으로 모드 밀도가 높아 확률적 거동을 하는 
고주파수 대역의 소음해석에 유용하다. 그러나, 확정적 거동이 
지배적인 저주파 대역과 확정 및 확률적 거동이 함께 나타내는 
중주파수 대역의 소음해석에는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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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SEA 방법을 이용한 중주파수 대역 구
조전달음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고전적 SEA와 유한요
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을 결합한 확장 SEA 이론이 제안
되고 있다. Borello (2010)는 유한요소모델(finite element model)
의 주파수 응답 함수 행렬(frequency response function matrix)
을 이용하여 유한요소모델을 SEA 세부요소로 분류하고, 역변환
된 SEA 에너지 평형방정식으로부터 SEA 해석인자와 요소별 에
너지 수준을 평가하는 FE/SEA 연성 해석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를 수상함에 적용하여 중주파수 대역에서의 수중방사소음을 예
측하였다.

한편, SEA 방법은 세부요소의 모델링 정밀도가 해석 정확도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Kang, et al., 2008). Totaro 등 (2005)은 
SEA 세부요소를 구성하는 부재를 정밀하게 고려하기 위하여 유
사 에너지 수준별로 분류된 유한요소를 이용하여 SEA 세부요소
를 정의하고자 강제진동해석으로 산정된 요소별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전달함수를 입력인자로 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K-평균 알고리즘(K-means algorithm) 
기반의 유한요소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
러나 강제진동해석으로 산정된 에너지 전달함수는 가진위치, 가
진력 크기 및 위상 등의 해석인자 변화에 민감하여 클러스터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복잡한 형상의 구조물일 경우 
유사 에너지 수준을 갖는 요소들이 분산되어 나타나 SEA 요소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에너지 전달함수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
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모드 에너지 기반의 유한요소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상세 유한요소 모델에 대한 고
유진동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각 요소별 모드 에너지를 산정하고, 
이로부터 상세 유한요소 그룹을 하나의 유한요소로 모델링한 경
우의 모드 에너지를 평가한 후 K-평균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클
러스터링을 수행한다. 제시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디젤엔진 받침대를 포함한 기관실 하부 이중저(double bottom) 
구조의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제안된 방법과 에너지 전달함
수 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고찰한다.

2. SEA 요소 생성을 위한 유한요소 
클러스터링 방법

2.1 유한요소의 모드 에너지 밀도 산정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고유진동해석으로부터 번째 모드로 인

한 각 유한요소의 모드 운동에너지 와 모드 위치에너지 

는 식(1)과 식(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2)

여기서, 첨자 는 번째 유한요소, 는 고유원진동수, 는 
번째 유한요소의 고유벡터,  과  은 각 유한요소의 
관성행렬과 강성행렬을 나타내며, 상첨자 는 전치행렬을 나타
낸다. 또한, 각 유한요소의 차 모드에 대한 에너지 면 밀도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차 모드의 고유원진동수,  는 번째 유한요소
의 면적을 각각 나타낸다.

2.2 에너지 밀도의 주성분 분석
전체 유한요소 개에 대한 에너지 면밀도의 주성분 분석을 

위해 차 모드의 유한요소 에너지 면밀도의 산술평균  , 분산 

및 이를 이용한 번째 유한 요소의 정규화 에너지 면밀도  

는 각각 식(4)~식(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Totaro, et al., 
2005).

     
 
 


 
  (4)

    
 
 



 
   

 (5)

    
    (6)

한편, 주성분 분석을 위해 개의 모드를 이용하면  를 요
소로 하는 × 크기의 정규화 에너지 면밀도 행렬 ×
에 대한 ×  크기의 에너지 면밀도 상관성 행렬 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7)

또한, 에서 유한요소간의 에너지 면밀도 상관성이 높은 개
의 주좌표는   

     (8)

의 고유치문제에서 고유치 가 큰 개의 고유벡터 에 해당
한다. 따라서, 개의 전체 유한요소 중에서 유한요소간의 에너지 
면밀도 상관성이 높은 개의 주성분 행렬 ×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  ×  (9)

여기서,  ×     ⋯    이
다. 

2.3 유한요소 클러스터링 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식 (9)에 나타낸 유한요소 간의 모드 에너지 상

관성 행렬의 주성분들을 이용하여 SEA 요소 생성을 위한 유한요
소 클러스터링을  평균 알고리즘으로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자료 집합 분류를 위한 클러스터 수를 개로 지정하면 전체 자
료를 개로 분류하여 생성된 각 클러스터의 중심과 이에 포함된 
개별 자료 간의 거리로 산정되는 유사성(similarity)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수렴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자료의 클러스터링을 반복 
수행하는 기법이다(Lee, 2009; Jain, et al., 1999). 

한편, 유한요소 클러스터링에 있어서 상세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면 구조물의 배치와 세부 동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
으나 유사 에너지 수준을 갖는 유한요소들이 분산되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갖는 다수의 SEA 요소로 클
러스터링 되면 SEA 요소의 모드 밀도가 충분하지 않아 SEA 해
석의 정확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세부 동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모
드 밀도가 높은 SEA 요소를 생성하고자 유한요소 클러스터링을 
다음의 절차로 수행하였다.

(1) 상세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각 유한요소의 모드에너지 면
밀도 산정

(2) 구조의 기하학적 배치와 크기를 고려하여 다수의 상세 유
한요소를 하나의 유한요소로 나타낸 후 이의 모드에너지 
면밀도는 상세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드 에너지 기반의 유한요소 클러스터링 
절차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이에는 기존의 기진력 가진을 이용
한 에너지 전달함수 기반의 클러스터링 절차도 함께 나타내었다.

3. 유한요소 클러스터링 타당성 평가와 
최적 클러스터 개수 선정 방법

Totaro, et al. (2005)은 유한요소 클러스터링으로 생성한 
SEA 요소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식 (10)과 같은 클러스터링 
품질지수(quality index: QI) 평가식을 제안하였다. 


 

∈  ∈ (10)

Fig.1 Procedures of energy transfer function-based 
clustering and modal energy-based clustering

Table 1 Quality index of finite elements clustering to 
generate SEA subsystems

Quality index Classification validity
  

To be considered as two different
SEA subsystem

  
Not dissimilar to be considered as
two different SEA subsystem 

    Not clear

여기서,  는 클러스터 내부 유사성(intra-cluster 
similarity)을 평가하기 위한 번째 클러스터 중심과 소속 데이터 
간의 유클리드 거리(Euclid distance), 는 클러스터들 
간의 유사성(inter-cluster similarity)을 평가하기 위한 번째 클러
스터와 번째 클러스터를 합친 자료 집합의 중심과 번째 클러
스터 중심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각각 나타내며, 는 번째 클
러스터의 자료 개수이다. 

또한, SEA 요소간의 약결합 조건(weak coupling criterion)을 
만족하는 클러스터링 판단 기준을 Table 1에 보인 바와 같이 제
시하였다. 한편, 유한요소들을 SEA 요소로 클러스터링 할 개수
는 상기 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모든 가 약결합 조건을 만족하는 1.3보다 작은 값
을 갖는 최소 클러스터의 개수를 최적 클러스터링 개수로 선정하
였다.

4. 수치해석 및 고찰
4.1 수치해석 모델 및 조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드 에너지 기반 유한요소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SEA 요소 생성 방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크기가 
4m×7.8m×1.2m이고, 판 두께가 최소 7mm, 최대 50mm인 실선 
디젤엔진 받침대 구조에 대한 일련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상
기 구조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은 Fig. 3에 보인 바와 같이 모드 
에너지 계산을 위해 상세 유한요소를 적용한 Model-1과 유한요
소 클러스터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 유한요소들을 하



 

(a) Model-1

(b) Model-2
Plate thickness: 

Fig.2 Finite element models
Table 2 Characteristics of numerical analysis models

Model name Reference mesh size No. of 
nodes

No. of 
elements

Model-1 118mm × 120mm 15,737 12,568
Model-2 690mm × 600mm 333 444

나의 유한요소로 모델링하여 한 Model-2로 구분하여 작성하였
다. 이들 모델의 기준 유한요소 크기와 절점 및 요소 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또한, 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은 타 부재와 연결
되는 모든 경계는 단순지지조건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모드 에너지 계산을 위한 진동해석은 범용 유한요소해
석 프로그램인 MSC/NASTRAN (MSC,2004)을 이용하였으며, 클
러스터링을 할 주파수 대역은 중심주파수 125Hz인 1/3 옥타브 
밴드 대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한요소 클러스터링은 에너지 
면밀도 상관성이 가장 높은 2개의 주성분만을 사용하여 수행하
였다. 아울러, 비교․고찰 목적으로 수행한 에너지 전달함수 기반 
클러스터링에서 요구되는 진동응답은 1Hz 간격으로 계산하였다. 

3.2 클러스터링 결과 및 고찰
  

Model-1을 이용하여 12,568개의 상세 유한요소들에 대해 계
산한 모드 에너지를 이용하여 Model-2의 444개의 유한요소들에 
대한 모드 에너지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 개수를 
변화하면서 SEA 요소를 생성한 결과로부터 모든 가 1.3
보다 낮은 클러스터의 최소 개수는 5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3에는 5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된 유한요소들의 2개의 주
성분 분포와 클러스터 간의 품질지수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드에너지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면 유한요소들을 비교적 적은 개수의 SEA 요소로 
클러스터링 하여도 생성된 SEA 요소 간의 가 최소 0.11, 최
대 0.78, 평균 0.3으로서 Table 1에 나타낸 약결합 조건을 충분
히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는 유한요소 모델 상에 상
기의 방법으로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색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내
었는데 디젤엔진 받침대와 상부 평판구조는 이를 지지하는 내부
의 종·횡 방향 부재를 기준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클러
스터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클러스터에 속하지
만 연결이 끊어져 있는 부재와 기하학적으로 하나의 요소로 모델
링하기 힘든 경우에 대한 SEA 요소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에너지 전달함수방법을 적용하여 Model-1에 대해 클러
스터 개수 2개에서부터 60개까지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 
의 최대값과 평가 범위를 고려하여 탐색된 최적의 클러스터 수는 
50개이었다. Fig. 5에는 50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된 유한요소들
의 2개의 주성분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동일 클러스터로 분류된 
경우에도 주성분 분포의 이산성이 큰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EA 요소 간의 는 최소 0.16, 최대 2.0, 평균 
0.41로서 약결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Fig. 6에는 상기 에너지 전달함수 방법을 적용한 클러스터링 결
과를 색상으로 구분하여 유한요소모델 상에 나타내었는데 강성
이 제일 큰 디젤엔진 받침대와 일부 국부 부재 영역은 클러스터
링 결과가 양호하나 타 부재는 산발적으로 클러스터링 되어 SEA 

(a) Distribution of two principal components and clustering 

(b) Clustering quality index
Fig. 3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modal 

energy-based clustering



(a) Top side view  

(b) Inner view  

(c) Bottom side view
Fig. 4 Result of modal energy-based clustering 

Fig.5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energy 
transfer function-based clustering

(a) Top side view  

(b) Inner view  

(c) Bottom side view
Fig. 6 Result of energy transfer function-based clustering 
해석을 위한 요소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
너지 전달함수 기반 클러스터링은 진동응답 계산을 위해 가진하
는 점 기진력의 개수와 위치 및 위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한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상세 유한요소의 모드 에너지를 계산하여  
이보다 개수가 훨씬 적게 모델링된 유한요소모델의 유한요소별 
모드 에너지 평가와 클러스터링 방법은 SEA 요소 모델링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드 에너지를 이용한 K-평균 알고리즘 기반의 

유한요소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의 타당성 검증
을 위해 디젤엔진 받침대를 포함한 기관실 하부 이중저 구조의 
유한요소모델을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과 에너지 전달함수 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1) 상세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에너지 전달함수 기반의 클
러스터링 방법은 동일 클러스터에 속하지만 형상적으로 산발 분
포된 유한요소로 인하여 SEA 요소 생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
한다. 또한, 클러스터링 개수를 증가하여도 SEA 해석에서 요구
되는 약결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2) 모드 에너지를 이용한 K-평균 알고리즘 기반의 유한요소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되 상세 유한요소의 모드 에너지를 계
산하여 이보다 개수가 훨씬 적게 모델링된 유한요소들의 모드에
너지를 평가한 클러스터링 방법은 적은 개수의 SEA 요소로도 부
재의 에너지 특성이 고려된 안정적인 클러스터 결과를 도출하였
다. 

(3)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드 에너지를 이용한 K-평균 알고리
즘 기반의 유한요소 클러스터링 기법은 선박, 자동차 등의 복잡
한 구조를 이용한 SEA 요소 모델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고 판단한다. 다만, 동일한 클러스터로 분류된 유한요소 중에서 
연속성이 없거나 기하학적으로 하나의 요소로 표현하기 힘든 경
우에 대한 합리적 SEA 요소 모델링 방법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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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ethod를 이용한 HVAC 시스템 성능 해석 기법 향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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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구조물은 매우 복잡한 HVAC 시스템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3D 캐드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성능 통합 해석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덕트 시스템의 압력손실 계산 방법 중 향상된 방법인 T-method를 해양구조물 덕트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설계 방법인 등마찰손실법으로 설계된 시스템과 T-method를 적용하여 계산한

유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유량 조절 댐퍼의 위치와 적정 팬 용량을 선정하여 기존 설계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ASHRAE, NEBB에서 제시하고 있는 덕트요소의 감음 성능 데이터와 특정 덕트 요소에

대해서는 당사 덕트 음향 시험을 통해 검증된 데이터를 적용하여 소음해석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통합성능 해석

시스템은 향후 HVAC 시스템 설계 기술의 고도화 및 효율적인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냉난방공조), Noise(소음), T-method, Fan(팬)  

 

1. 서 론 

 

최근 해양구조물의 거주구역 내 선실은 소음 허용치가 

40~45 dBA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HVAC에 의한 소음은 선실 허용치보다 보통 5 dB가 

낮은 값(35~40 dBA)으로 설계 상한치를 설정하고 있어 

HVAC 시스템의 저소음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HVAC 시스템의 기본 기능인 

설계 유량 및 유속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재 

해양구조물의 HVAC 시스템 설계는 이러한 소음을 포함한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세 설계 단계에서 수회 이상의 

반복적인 설계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성능 해석 역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HVAC 시스템의 성능을 만족하면서 

반복적인 설계 및 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D 캐드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고, 기본 덕트 요소의 압력 손실과 

감음성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제시 값을 적용하고, 유량 조절 댐퍼, 룸 유니트, 

디퓨저에 의한 감음 성능은 제작사 제공 값을 적용한 소음 

및 성능 통합 해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통합성능 

해석 시스템은 향후 HVAC 시스템 설계 기술의 고도화 및 

효율적인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덕트 설계 방법 

 

HVAC 시스템의 설계는 보통 Fig. 1에 나타낸 절차로 

진행이 되며, 특히 덕트 시스템의 압력손실 계산 방법에는 

등마찰 손실법(Equal-friction method), 정압 재취득법(Static 

regain method) 그리고 T-method가 있다. (Roger W. 

Haines, 2010) 본 논문에서는 설계시 주로 사용되는 등마찰 

손실법과 좀 더 향상된 방법인 T-method에 대해 

기술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HVAC system design procedure 

 

2.1 등마찰 손실법(Equal-friction method) 

등마찰 손실법은 단위 길이당 덕트의 마찰저항 손실값이 

일정하도록 ASHRAE에서 제시된 Fig. 2의 차트를 참조하여 

덕트 크기를 정하는 방법으로써 취출구에서의 설계 

유량으로부터 팬까지 연결되는 덕트의 크기를 순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덕트 크기를 정한 후 댐퍼와 각종 

피팅(fitting)류 등의 부속 기구들을 고려하여 전체 시스템 

대한 전압 손실(total pressure loss)을 계산하게 되고 덕트 

분기점에서 압력손실이 평형을 이루도록 덕트 크기를 

조정하게 된다. 이 방법은 HVAC 시스템의 기본 설계시에 

팬의 용량 결정을 위한 정압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덕트 

취출구로 갈수록 풍속이 느려지게 되므로 소음문제 처리가 

비교적 용이하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팬에서 디퓨저까지의 덕트 

길이가 비슷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길이의 편차가 클 

경우에는 팬에서 각 디퓨저까지의 압력손실이 균일하지 

않게 되어 실제로 디퓨저로 공급되는 풍량은 설계치와 많이 

다르게 되는 단점이 있다. 

 

Fig. 2 Friction chart for round duct (ASHRAE, 2009) 

2.2 T-method 

앞에서 언급한 등마찰 손실법은 계산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실제 팬 작동시 풍량과 설계 풍량이 다른 결점이 

있으며 현재까지 선박이나 해양구조물 공사에서는 팬 용량 

결정에 있어서 설계 여유치를 충분히 두어 덕트 시스템이 

설치된 후 검증 단계에서 댐퍼를 적절히 조정을 하여 공사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댐퍼 설치와 용량이 큰 AHU(Air Handling Unit) 적용으로 

인해 HVAC 시스템에서 팬 소음이나 유동 소음이 증가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소음기(silencer)와 같은 감음 기구를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문제 및 배치 설계시의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으며 건조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HVAC 덕트 시스템은 끝단인 디퓨저(diffuser)에서는 유동 

압력이 0(대기압)으로 되며 따라서 각각의 덕트 경로들의 

전압손실(total pressure loss) 값은 팬의 전압(total 

pressure)과 동일하게 된다. 그리고 불균일한 압력을 갖도록 

설계가 된 덕트 시스템일지라도 팬이 작동하게 되면 모든 

덕트 경로들의 전압손실이 동일한 값을 갖도록 덕트 내부의 

속도와 유량이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므로 설계 유량이나 

속도가 실제 값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Huan-Ruei Shiu, 2004) 

T-method는 이러한 덕트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해석 

방법이며 아래 3가지의 지배방정식 및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 (R. J. Tsal, H. F. Belhs and R. Mangel, 1990) 

1) Kirchoff’s first law : 절점 또는 분기점에서 입력되는 

유량과 출력되는 유량은 동일하다. 

2) Pressure balancing : 각 덕트 경로의 전압손실(Total 

pressure loss)은 팬 전압(Total pressure)과 동일하다. 

3) Fan and duct system characteristics: 팬 작동 유량과 

압력 특성은 덕트 시스템의 저항 특성에 맞게 작동되어야 

한다. 

 

3. T-method를 이용한 유량/유속 해석 

본 절에서는 2절에서 간략히 설명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T-method를 적용한 해석을 실제 덕트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Fig. 3에 단계별로 상세히 기술하였다. 

(R. J. Tsal, H. F. Belhs and R. Mangel, 1990) 

T-method를 통해 계산되는 값은 덕트 요소별 유량, 유속, 

압력손실과 덕트 경로별 전압(total pressure)이다. 계산의 

첫번째 단계로 해석시스템은 당사 해양구조물 설계시에 

주로 사용되는 3D 캐드시스템인 AVEVA
®
 PDMS에서 추출된 

덕트 연결 정보, 치수, ASHRAE Fitting 데이터베이스, 

등가지름 등의 덕트요소에 대한 기본 계산을 수행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1. 냉난방 부하 계산
�각 실의 풍량 결정

2. 취출구/흡입구
위치/타입 결정

3. 덕트 사이즈 계산

4. 덕트 경로 설계

5.부속기구 위치
(방화/풍량조정 댐퍼)

7. AHU 용량 결정

6. 덕트 시스템의
압력손실 계산

8. 덕트 상세 설계

9. 덕트 시스템의
압력손실 재계산

10. AHU 용량 재선정

11. 덕트 Re-sizing
(분기관 압력 평형)

12. 소음해석 및
저감 대책 수립

유량



두번째 단계로 초기화된 유속, 유량으로부터 마찰저항 

계수, 덕트 경로별 유량비, 유속비로부터 덕트의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와 속도비로 결정되는 동적저항 

계수을 구하게 된다. 마찰저항 계수와 동적저항 계수로부터 

덕트요소별 압력손실을 구할 수 있다. 

 
Fig. 3 HVAC performance calculation procedure by using T-method 

 

세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구해진 마찰저항계수, 동적저항 

계수, 유속, 덕트 길이 및 등가지름을 이용하여 덕트 시스템 

끝단인 디퓨저(diffuser)부터 팬 까지의 덕트 요소별 

유량전도도(duct conductance, KS)를 구할 수 있으며 

2절에서 언급된 Kirchoff’s first law을 사용하여 복잡한 

덕트를 1개의 덕트 시스템으로 압축(condensing)하여 덕트 

시스템 전체의 유량 전도도(KtSys)를 구할 수 있다. 

Q��� � Kt��� �∆P����
�.�

                                   (1) 

네번째 단계에서는 2장에서 언급된 팬 작동 유량과 압력 

특성은 덕트 시스템의 저항 특성에 맞게 작동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세번째 단계에서 구해진 덕트시스템 전체의 

유량전도도 그래프와 선정된 팬 특성 곡선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팬 작동 점을 선정하게 되어 팬 유량을 결정할 

수 있다. (Fig. 4) 따라서 팬으로부터 덕트 시스템 끝단인 

디퓨저 까지 단계적으로 분해(expansion)하면서 세번째 

단계에서 구해진 덕트 요소별 유량전도도를 이용하여 

구해진 유량분배계수(T)로 각 요소별 유량 및 압력손실을 

구할 수 있다.  

 
Fig. 4 Fan and duct system curve 

 

4. 소음 해석 

HVAC 시스템의 소음해석은 소음원인 팬의 음향파워 

데이터로부터 사각형, 원형의 덕트, 곡관 및 분기관에 대해 

ASHRAE 및 NEBB(National Environmental Balancing 

Bureau)에서 다양한 시험으로부터 도출된 다중회귀분석 

(multivariable regression analysis)으로부터 구해진 식과 당사 

덕트 음향 시스템 설비에서 검증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감음 요소인 룸유니트(Room unit)는 제작사 자료를 

적용하였다.  

 

5. 해양구조물 덕트시스템 적용 

본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성능 및 소음 해석을 

해양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3D 캐드 시스템으로부터 

팬-덕트 시스템의 연결정보를 자동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Arrange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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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 표시하였다. 3절의 유량 및 유속 해석 절차를 

적용하여 고정식 해양플랫폼의 항시 작동하는 

HVAC시스템인 비상 AHU에 대한 해석 결과를 Table 1에 

표시하였으며 4절의 소음 해석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Fig. 

6에 표시하였다. 

 

Fig. 5 Tree structure given by 3D-CAD system 

 

Table 1. Flow rate of diffusers 

Diffuser 
Flow rate (m

3
/h) 

T-method 등마찰손실법 

1 856 852 

2 280 288 

3 222 336 

4 179 336 

5 738 564 

6 916 564 

7 138 228 

8 151 228 

9 289 456 

 

 

Fig. 6 Noise calculation results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덕트 시스템의 압력손실 계산을 위해 

T-method와 소음해석을 위해 ASHRAE 및 NEBB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해양구조물 덕트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설계 유량은 T-method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계산 

결과로부터 유량 조절 댐퍼의 위치와 적정 팬 용량을 

선정하여 기존 설계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음해석 결과는 선진 제작사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가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덕트 요소별 

소음 저감량을 알수 있어 소음 대책이 필요한 경우 최적의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합성능 해석 시스템은 향후 

HVAC 시스템 설계 기술의 고도화 및 효율적인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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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렛 계류된 FPSO의 Riser 개념 선정에 대한 연구 
강대훈, 유광규, 주영석, 이광민, 류민철 

 

Study on Riser Concept Selection for Turret Moored FPSO 

Dae Hoon Kang, Kwang Kyu Yoo, Young Seok Joo, Kwang Min Lee, Min Cheol Ryu 

 

 

요 약 

 

해저의 유정 (reservoir)으로부터 생산되는 원유 및 가스는 riser를 통해 해상의 고정식 및 부유식 구조물로 이송된다. 

부유식 구조물에 적용되는 riser는 dynamic riser로 구분되며, 그것을 위한 설계 난이도 및 비용은 고정식 구조물에 적용되는

static riser에 비해 매우 높다. 최근에는 유정의 수심이 3,000m에 달해 riser의 설계 및 설치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해 유정개발에 투입될 수 있는 turret 계류된 FPSO에 적용 가능한 riser를 대상으로 설계 관점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구에서 고려된 riser의 종류는 SCR(steel catenary riser)과 flexible riser이다. 뿐만 아니라 각

riser에 적합한 형상을 선정하기 위해 SCR인 경우에는 simple catenary와 lazy wave configuration을 적용하였으며, flexible 

Riser는 lazy wave configuration을 적용하였다. 설계 타당성 검토를 위해 각 riser에 적용된 설계 기준은 비 압축력 조건

(non-compression condition). API RP 2RD의 강도 기준 및 DNV OS F201의 combined load condition이었다. Riser의 동적

해석을 위해 사용된 주요 설계 인자로는 FPSO의 흘수 (draft), 수평 운동 조건 (offset condition) 그리고 riser 내부를

흐르는 유체의 밀도이며 보수적인 설계를 위해 1,000년 주기의 해상상태를 적용하였다. 동적 해설 결과 simple SCR은

non-compression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해석 조건에서 TDA(touch down area) 부근에서의 riser에

압축력이 발생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lazy wave configuration의 SCR과 flexible riser에서는 lazy wave configuration이

TDA로의 하중 전달을 차단시켜 압축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PI RP 2RD및 DNV OS F201의 설계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Keywords: Riser (라이저), Steel catenary riser(SCR), Flexible riser, Lazy wave configuration. 

 

1. Introduction 

해저 유정 개발의 수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riser설계는 이로 인한 높은 설계 압력과 거친 해상 환경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동적 운동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CR(steel catenary riser)을 심해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 오일 메이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994년 멕시코만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심해 프로젝트에 적용되었다. SCR의 대안으로는 

flexible riser 와 freestanding hybrid riser가 있으며, 이들은 

SCR에 비해 CAPEX 및 OPEX가 높은 것이 단점이다. 

Flexible riser인 경우 동적 특성이 SCR에 비해 뛰어나지만 

내경, 설계 압력 및 온도의 한계가 존재하며, 단위 길이당 

무게가 매우 높은 단점이 존재한다.   

Riser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는 riser가 해양 

구조물과 연결되는 지점 (hang-off point 또는 porch)과 

TDP(touch down point)에서의 운동이며, 이는 해상 상태에 

대한 해양 구조물의 운동에 의해 발생한다. 해상 환경이 

거친 심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FPSO의 경우에는 환경 

하중을 줄이기 위해 터렛을 이용한 일점 계류 방식을 

사용하며, riser 설계 관점에서는 hang-off 위치가 무게 

중심과 멀어지기 때문에 riser의 동적 응답이 증가하게 된다. 

SCR인 경우 hang-off 지점에서의 운동을 저감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TDP에서의 운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Lazy-Wave SCR과 같이 Riser의 특정 구간에 

부력제를 설치하여 TDP로의 하중 전달을 차단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riser 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수행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점 계류 방식을 

채택한 FPSO에 SCR, lazy-wave SCR, lazy-wave flexible 

riser를 대상으로 개념 설계 작업을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개념 설계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인 강도 

평가를 수행 하였으며, 강도 평가를 위해서는 비 압축 조건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non-compression condition), API RP 2RD 와 DNV OS 

F201를 적용하였다.  

 

2. Riser Configurations 

본 연구에서 고려한 riser는 SCR과 flexible riser로 SCR의 

형상은 단순 catenary와 lazy wave를 고려하였다. SCR은 

다른 종류의 riser에 비해 경제적이고 큰 직경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flexible riser와 비교하여 동일한 직경일 경우 수중 

무게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적 거동이 불안정하고, 

피로 하중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까지 SCR이 

설치된 최대 수심은 약 2,500m이며, 설치 가능한 최대 

수심은 약 3,000m로 알려져 있다. TDP부근에서 취약한 

동적 거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lazy-wave 형상의 

SCR이 개발되어 있으며, 최근 브라질의 BC-10 프로젝트에 

적용되었다. Flexible riser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여러 

층으로 제작되어 굽힘 강성이 낮아 동적 특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해양 구조물의 운동이 크거나 수심이 

낮아 높은 동적 특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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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Riser configurations 

Table 2.2 Length of configurations 

Unit (m) Simple SCR 
Lazy-wave 

SCR 

Lazy-wave 

Flexible Riser 

Total Riser 

Length 
2,450 2,500 2,700 

Upper 

Section 
- 1,600 1,400 

Buoyancy 

Section 
- 400 500 

Lower 

Section 
- 500 800 

Horizontal 

Distance 
1,400 1,400 1,400 

 

Fig 2.1과 같이 Riser의 형상은 부력제의 유무로 구별 될 

수 있다. Simple SCR은 riser를 vessel에서 TDP까지 

부력제가 없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상을 

취하게 된다. 반면에, lazy-wave 형상은 부력제를 포함하고 

있어 TDP에 도달하기 전에 굴곡이 있는 형상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부력제 부분이 하중을 흡수하여 TDP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이점이 있다. Flexible riser와 

lazy-wave riser의 각각의 섹션 길이는 Table 2-2에 

정리되어 있다. 

 

3. Design Methodology 

Riser의 강도 해석은 FPSO의 운동 응답이 최대가 되는 

극한 조건(extreme condition)의 해상환경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다음 표에는 해석이 수행된 조건들이 

정리되어 있다.  

Table 3.1 Load Matrix 

Internal Fluid 

Condition 

Mooring Excursion 
Environmental 

Condition 

Direction 
Mooring 

Condition 
Wave Current 

Empty
1
 Near

3
 Intact

6
 1,000yr 1,000yr 

Empty Far
4
 Intact 1,000yr 1,000yr 

Empty Transverse
5
 Intact 1,000yr 1,000yr 

Full(300kg/m
3
)
2
 Near Intact 1,000yr 1,000yr 

Full(300kg/m
3
) Far Intact 1,000yr 1,000yr 

Full(300kg/m
3
) Transverse Intact 1,000yr 1,000yr 

Empty Near Damaged
7
 1,000yr 1,000yr 

Empty Far Damaged 1,000yr 1,000yr 

Empty Transverse Damaged 1,000yr 1,000yr 

Full(300kg/m
3
) Near Damaged 1,000yr 1,000yr 

Full(300kg/m
3
) Far Damaged 1,000yr 1,000yr 

Full(300kg/m
3
) Transverse Damaged 1,000yr 1,000yr 

1. Riser 내부가 비어 있는 조건 

2. Riser 내부에 밀도가 300 kg/m
3
인 가스가 채워져 있는 조건 

3. Riser TDP 방향으로 Mooring Excursion만큼 이동한 조건 

4. Riser TDP에 멀어지는 방향으로 Mooring Excursion만큼 이동한 

조건 

5. Riser TDP을 기준으로 직각 방향으로 Mooring Excursion만큼 

이동한 조건 

6. Mooring Line의 비손상 조건으로 수심의 10% 

7. Mooring Line의 손상 조건으로 수심의 15% 

 

Riser의 동적 해석을 위해 비선형 시간 영역 해석 

프로그램 (Orcaflex)을 사용하여 수행 되었으며, 해석 결과는 

API RP 2RD와 DNV OS F201의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Riser에 압축력이 작용하면 좌굴 

등의 구조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압축력의 작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4. Design Data 
4.1 Riser data 

본 연구에서 적용된 production riser의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Table 4.1 Flexible riser data 

Parameter Units  

Internal diameter mm 200.0 

Outside diameter mm 300.0 

Weight in air empty Kg/m 150.0 

Weight in water empty Kg/m 110.0 

Bending stiffness at 20°C KN.m
2
 35.0 

Axial stiffness MN 800.0 

 

Table 4.2 SCR data 

Parameter Units  

Internal diameter mm 200.0 

Outside diameter mm 225.0 

Wall thickness mm 25.0 

Corrosion allowance(external) mm 3.0 

Material  API X-65 

Min. yield stress MPa 448.0 

Young’s modulus GPa 204.0 

 

4.2 Vessel data 

Riser가 설치된 FPSO에는 turret 계류 시스템이 적용되었으

며, riser 설계에 사용된 FPSO의 RAO는 full 및 ballast 

loading 조건에서 계산되었다. Turret의 위치는 선수로부터 

25%인 87.5m에 위치하며, end-fitting의 위치는 keel line에

서 5m 아래로 가정했다. FPSO의 주요 재원은 Table 4.3과 

같다. 
 

Table 4.3 FPSO details 

Parameters Units 
Loading condition 

Ballast Full 

Length m 350 

Breadth m 50 

Depth m 30 

Displacement ton 220,000 250,000 

Draft m 11.0 13.0 

Trim m 0 0 

CG from Midship m -13.0 -12.0 

CG above Keel m 16.0 18.0 

 

4.2 Environmental data 

Riser 설치 수심은 1,500m 이고, 해수의 밀도는 

1025kg/m3 이며, wave와 current data는 Table 4.4와 Table 

4.5와 같다. 

 

Table 4.4 Extreme significant wave height  

 
Spectral 

parameter 

Return period 

(1,000year) 

Extreme 

Hs (m) 9.0 

Hmax (m) 17.0 

Tp (s) 15.0 

Wind 

Sea 

Hs (m) 7.0 

Hmax (m) 14.0 

Tp (s) 12.0 

Swell 

Hs (m) 5.0 

Hmax (m) 9.0 

Tp (s) 16.0 

Table 4.5 Current profile 

Water depth Return period (1000year) 

0 m 1.5 m/s 

835 m 0.4 m/s 

1500 m 0.4 m/s 

 

Current 분포는 해저 바닥으로부터 선형적으로 변화하고, 

전방위로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으며, marine growth와 soil 

data는 Table 4.6, 4.7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4.6 Marine growth 

Water depth Marine growth thickness 

Form +1m to -50m Constant: 40mm 

Below -50m No marine growth 

 

Table 4.7 Soil friction coefficients 

Axial Lateral 

0.4 0.5 

 

5. Strength Analysis Results 

Flexible, SCR, lazy-wave SCR에 대한 강도 평가를 위해 

screening 해석을 바탕으로 결정된 108개의 load case에 대

해서 동적 해석이 수행되었다. Fig 5.1은 riser의 길이 방향에 

대한 minimum effective tension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SCR은 500m를 지나면서 압축력이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PSO가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

는 큰 하강 속도가 riser가 상승할 때 큰 항력으로 작용하면

서 압축력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Riser 설계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인 비압축 조건을 벗어나는 

현상이다. Lazy-wave SCR과 flexible riser는 arc length를 따

라 인장력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1을 보면, 부

력제의 시작부터 TDP까지 minimum effective tension이 증가

함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력제로 인해 발생하는 고립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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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Minimum effective tension 

 

Fig 5.2는 simple SCR에 대한 stress utilization을 보여주고 

있다. Stress utilization은 von Mises Stress를 허용응력으로 



나눈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0.6 이하를 합리적인 결과로 가

정하였다. 3개의 offset에 대해서 simple SCR 형상은 모두 

0.6을 넘는 결과가 나타났다. Riser의 상부와 TDP와의 거리

가 가장 가까운 near 조건일 때, 굽힘 응력이 커짐으로 인해 

가장 큰 utilization값이 계산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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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Extreme stresses for Simple SCR 

 

Fig 5.3은 near, far, transverse 조건에 대한 lazy-wave 

SCR의 stress utilization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3개의 offset에 대해서 40% 이하의 값이 나왔다. 

stress의 최대값은 부력제가 시작되는 부분과 TDP에서 관측

되었고, transverse 변위에 대해서는 부력제로 인한 stress 

상승이 관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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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Extreme stresses for Lazy Wave SCR 

 

Fig 5.4는 flexible에 대한 stress utilization 값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flexible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SCR과는 달리 tensile amour에 작용

하는 압력을 계산하여 stress utilization을 구하였다. Flexible

의 경우, stress utilization 값이 매우 작다. 그리고 Near, far, 

transverse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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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Extreme stresses for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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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Combined loading check for Simple 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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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Combined loading check for Lazy Wave SCR  

 

Fig 5.5와 5.6은 bending moment, effective tension, net 

internal overpressure을 고려한 combined loading 확인 결과

이다. Simple SCR과 lazy-wave SCR에 적용된 load case 중

에서 최대 인장력과 굽힘 모멘트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도

시한 것이다. 



Fig 5.5는 simple SCR에 대한 값으로써, 두 조건에서 모두 

combined loading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나 설계기준을 만족

하지 못했다. 최대 응력의 경우, top-tension이 크기 때문에 

riser 상부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었고, 최대 모멘트

의 경우에는 곡률반경이 급격히 감소하는 TDP에서 매우 큰 

값을 보였다. 

Fig 5.6은 lazy-wave SCR의 경우에는 Simple SCR과 달리 

전 구간에서 1보다 작은 값을 보여줌으로써, 설계 기준을 만

족했다. Fig 5.3의 결과와 같이, wave configuration이 시작 

되는 부분에서 값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부력제로 인한 고

립효과가 TDP에서의 하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6. Conclusions 

 Simple SCR, lazy-wave SCR그리고 flexible riser를 turret 

계류 시스템을 사용하는 FPSO에 적용하여 개념 설계를 

수행 하였다. 개념 설계 결과 simple SCR인 경우 TDP 

근방에서 압축력이 작용하여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종류의 riser에서는 압축력이 

발견되지 않아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두 riser에서 압축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부력제에 의해 

형성된 파도 형상이 상부의 동적 하중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하중이 TDP로의 전달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Lazy-wave SCR은 API RP 2RD의 강도 조건 (최대 

utilization factor 0.37)과 DNV OS F201의 combined Load 

(최대 값 0.97) 조건을 만족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해상환경과 FPSO에 적용가능 한 것을 확인 하였다. 

Lazy-wave flexible riser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의 SCR에 적용하였던 

설계 코드를 사용하기 힘들다. Flexible riser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력을 고려해 볼 때 flexible riser의 사양이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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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렛 계류의 손상이 Riser 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강대훈, 유광규, 주영석, 이광민, 류민철 

 

Transient Analysis of Lazy Wave Steel Catenary Riser of Turret 

Moored FPSO  

Dae Hoon Kang, Kwang Kyu Yoo, Young Seok Joo, Kwang Min Lee, Min Cheol Ryu 

 

 

요 약 

 

 본 연구의 주제는 riser의 설계를 위해 적용되는 mooring system의 조건이 비손상 상태에서 손상 상태로 진행되는 과도상태에서 riser의 동적

거동을 파악하여 rise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riser의 설계를 위해서는 mooring system이 비손상 및 손상 상태에서

해상 환경에 의해 해양 구조물이 최대로 이동한 위치 (offset)를 기준으로 삼는다. Riser가 해저면의 flowline과 연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최대로

가까이 접근했을 때를 near offset,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를 far offset 그리고 직각 방향으로 멀어진 조건을 transverse offset이라 하며 riser 

설계를 위해 이 3가지의 offset 조건을 모두 고려한다. 또한 mooring system의 비손상 및 손상 조건에 따라 offset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비손상 및 손상 조건에 대한 offset을 일반적으로 수심의 10%와 15%로 가정한다. 현재의 설계 실무에서는 mooring system이

비손상 조건에서 손상 조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영향을 riser 설계에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Riser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중 mooring 

system의 과도상태가 riser의 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과도상태 해석을 위해 riser는

lazy-wave SCR과 터렛 계류 시스템을 적용한 FPSO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해상 환경으로는 해양파, 조류 및 바람을

고려하였으며, 해양파는 불규칙파를 적용하였다.  

 

Keywords: Riser(라이저), SCR(Steel Catenary Riser), Lazy-wave configuration(파도 형상), Transient Analysis(과도상태 해석) 

 

1. Introduction 

 

Riser는 해저의 유정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부유식/고정식 

구조물의 원유처리장치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부유식 구조물에 

적용되는 riser인 경우 설계를 위해 mooring system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 수평 운동(maximum horizontal offset)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mooring system이 비손상 및 손상 조건일 때의 

최대 운동을 기준으로 riser 설계를 수행하며, mooring line의 

비손상 조건에서 손상 조건으로 이동할 때의 과도상태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상 유정 개발의 수심이 깊어지면서 riser 설계는 높은 유정 

압력 및 온도와 거친 해상 상태에 의한 구조물의 운동에 기인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우수한 SCR인 경우 이런 

조건에서 다른 종류의 riser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부력제를 부착하여 FPSO의 

운동에 의한 동적 응답을 TDP(touch down point)로 전달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lazy-wave SCR인 경우 심해에 설치되는 

FPSO에 적용된 예(BC-10)가 있으며, 오일 메이저들은 SCR의 

심해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zy-wave SCR을 대상으로 비손상 상태에서 

손상 상태로의 과도기가 riser의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존의 riser 설계와 비교하였다. FPSO에는 해상 환경의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해 프로젝트에 많이 적용되는 터렛 

일점 계류 시스템을 적용시켰으며, mooring line은 총 9개를 

적용하였다. Mooring line의 손상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비손상 

조건에서 FPSO가 최대 수평 운동이 발생하는 경우와 mooring 

line에 최대 인장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은 후 발견된 조건에 대해 

특정 시간에서 mooring line을 끊었다. 일반적으로 riser 설계를 

위해서는 규칙파만을 사용하지만, 비손상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불규칙파와 비선형 파랑 하중을 고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류와 

바람 또한 해석에 포함시켰다. 조류력은 FPSO를 포함하여 

mooring line과 riser에 작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간 영역 

해석 시간은 3시간이며 JONSWAP 해양파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불규칙파를 생성하였다. 동적 해석을 위해 상용 프로그램인 

Orcaflex를 사용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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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조건에서 계산되었다. Turret의 위치는 선수로부터 

25%인 87.5m에 위치하며, end-fitting의 위치는 keel line에

서 5m 아래로 가정했다. FPSO의 주요 재원은 Table 3.2와 

같다. 
 

Table 3.2 FPSO details 

Parameters Units 
Loading condition 

Ballast Full 

Length m 350 

Breadth m 50 

Depth m 30 

Displacement ton 220,000 250,000 

Draft m 11.0 13.0 

CG from Midship m -13.0 -12.0 

CG above Keel m 16.0 18.0 

 

Riser의 설치 수심은 1,500m이고, 해수의 밀도는 

1025kg/m
3
 이며, wave와 current data는 Table 3.3와 Table 

3.4와 같다. 

 

Table 3.3 Wave Parameters and Wind Speed 

 
Spectral 

parameter 

Return period 

(1,000year) 

Extreme 

Hs (m) 9.0 

Hmax (m) 17.0 

Tp (s) 15.0 

Wind 

Sea 

Hs (m) 7.0 

Hmax (m) 14.0 

Tp (s) 12.0 

Swell 

Hs (m) 5.0 

Hmax (m) 9.0 

Tp (s) 16.0 

Wind V(m/s) 25.0  

 

Table 3.4 Current profile 

Water depth Return period (1000year) 

0 m 1.5 m/s 

835 m 0.4 m/s 

1500 m 0.4 m/s 

 

4. Transient Analysis Results 

 

해상 환경의 작용 방향에 따른 FPSO의 수평 운동과 

mooring line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력이 Fig. 4.1과 4.2에 

나타나있다. 최대 수평운동은 0, 120 그리고 240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각 mooring line 

그룹의 중앙을 향한 방향이다. 반대로 인장력은 mooring 

line을 향할 때 최대값이 발생하는데 이는 환경 하중에 의한 

FPSO의 운동을 대부분 하나의 mooring line 그룹이 

대응하기 때문이다. 두 결과 모두 ballast 적재 조건에서 

최대값이 나타났다.  

 
Fig. 4.1 Static analysis result: offset envelop 

 

 
Fig. 2.3 Static analysis result: tension envelop 

 

정적 해석으로부터 동적 해석을 수행할 조건을 Table 4.1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Table 4.1 Current profile 

 
Case 

No. 

Environmental Max.Tensioned 

Mooring Line Condition Direction 

Max.  

Offset 

1 Extreme 0 9 

2 Wind Sea 0 6 

3 Swell 0 6 

Max.  

Tension 

4 Extreme 45 9 

5 Wind Sea 45 9 

6 Swell 75 7 

 

Table 4.1에 정리되어 있는 조건에 대해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mooring line을 끊을 시간을 결정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래프는 최대 offset이 발생하는 

extreme wave 환경 조건 (Case No. 1)에서 mooring line 

9번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시계열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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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약 7,000초 근방에서 최대 인장력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손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6,900초에서 mooring line을 끊게 설정하였다. 

Table 4.2에는 각 해석 조건에 대해 mooring line을 끊을 

시간이 정리되어 있다.  

 

 
Fig. 4.3 Time series of mooring line tension for intact condition 

 

Table 4.2 Mooring line failure time 

 Case No. 
Environmental 

Condition 

Failure Time 

(sec) 

Max.  

Offset 

1 Extreme Wave 6,900 

2 Wind Sea 5,150 

3 Swell 2,500 

Max.  

Tension 

4 Extreme Wave 6,610 

5 Wind Sea 5,210 

6 Swell 10,120 

 

Table 4.2에 정리되어 있는 시간대로 mooring line이 

손상되게 설정하여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riser에 

작용하는 von Mises stress를 구하여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음 그래프는 Case No. 1인 

경우에 mooring line 8번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시계열로 

나타내고 있으며, 6,900초 근방에서 mooring line의 

손상으로 인해 작용하는 인장력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oring line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500초 사이에 3,000kN에서 6,000kN까지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Fig. 4.3 Time series of mooring line tension for damaged condition 

 

해석 조건 1 (Case No. 1)에 대해 손상 조건과 비손상 

조건일 때 riser에 작용하는 von Mises stress를 비교해 

보았다. (Fig. 4.4) 두 조건 모두 곡률 반경이 최대가 되는 

riser의 파형 산, 골 그리고 TDP에서 정점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von Mises stress의 최대값은 파형의 

산에서 발생하였으며, 비손상 및 손상 조건에서 각각 

179MPa과 192MPa로 손상 조건이 비손상 조건에 비해 약 

7%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4 Von Mises stress of riser for intact and damaged condition 

 

Mooring line이 끊어지는 시점에서의 riser의 동적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von Mises stress가 최대가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시계열을 Fig. 4.5에 나타내었다. Mooring line의 

손상이 발생하는 6,900초 이후로 riser에 작용하는 응력은 

140MPa에서 190MPa까지 약 30%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5 Von Mises stress of riser for intact and damaged condition 

 

Table 4.3에는 비손상 조건 및 손상 조건에서 riser에 

작용하는 최대 von Mises stress와 API 2RD utilization이 

정리되어 있다. 

 

Table 4.2. Maximum von Mises stress and API RP 2RD utilization 

Case No. 

Intact 

Mooring 

Condition  

(MPa) 

Damaged 

Mooring 

Condition 

(MPa) 

API RP 2RD 

Utilization Factor 

(Intact/Damaged) 

1 179.45  191.85  0.50/0.53 

2 176.73  189.93  0.49/0.53 

3 175.89  189.51  0.49/0.53 

4 274.28  289.26 0.76/0.80 

5 274.76  292.14 0.76/0.81 

6 270.92  285.90 0.7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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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결과로부터 mooring system의 비손상 및 손상시 

riser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설계 

관점에서 API RP 2RD utilization factor의 차이는 무시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5. Conclusion 

 

 Mooring line의 손상한 의한 과도 상태가 riser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ooring system의 과도 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mooring line의 손상에 의해 riser에 

작용하는 하중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여 

하였으며, 증가 폭은 20~30% 이었다. 이는 mooring line의 

손상이 발생하여 이웃한 mooring line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Mooring system의 

손상으로 인해 riser의 설계에 발생하는 영향은 API RP 

2RD의 utilization factor로부터 결론 내릴 수 있다. 비손상 

조건에 비해 손상 조건에서의 utilization factor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모두 해석 조건의 결과가 설계 조건을 

만족하였다. 하지만 증가의 폭이 설계에 영향을 줄만큼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mooring system의 

과도상태가 riser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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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K LNG선의 ICE CLASS PC7 적용에 따른 선각 설계 고찰 
안성필, 민준기, 이도형 

현대중공업 조선구조설계부 

 

A STUDY ABOUT HULL DESIGN OF 150K LNGC WITH ICE CLASS PC7 

Sung-Pil Ahn, Jun-Ki Min, Do-Hyung Lee 

Basic Hull Design Department,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요 약 

 

북극해 개발에 따른 극지 운항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극지 운항 LNG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증가되고 있다. 이에 IACS UR PC7 규정(Unified Requirement for Polar Ships, Polar Class 7)에 따른 선각 설계를 수행하여, 

Baltic Ice Class 1A 규정 대비 선각 보강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여러 가지의 빙하중 형상 및 가압 위치에 대하여

직접 강도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빙하중 형상 및 가압 위치가 구조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논문이 향후

극지 운항 선박에 대한 선각 설계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Keywords : IACS PC7, Baltic Ice Class 1A, LNG Carrier, 빙하중(Ice Load),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1. 서 론 

 

북극해 개발에 따른 극지 운항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극지 운항 LNG선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 이에 IACS PC7 

규정(Unified Requirement for Polar Ships, Polar Class 

7)에 따른 선각 설계를 수행하여, 익숙한 Baltic Ice Class 

1A 규정 대비 차이점과 직접 강도 해석을 통한 구조 

강도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ACS PC7과 Baltic Ice Class 1A의 선각 

보강치수, 보강구역 및 보강물량 측면에서 비교하고, 

다음으로 빙하중 형상 및 가압 위치에 따른 직접 강도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 강도에 가장 영향이 큰 빙하중의 

형상 및 가압 위치를 도출하였다. 

 

 

2. 선각 보강 고찰  

 

150K 멤브레인 LNG선의 IACS PC7과 Baltic Ice Class 

1A 적용에 따른 구역별 보강치수, 보강구역을 Fig. 1과 Fig. 

2 및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선수 구역은 Longl. Stiffener 간격만 줄여서 보강치수를 

산정하였고, 나머지 구역은 기존 Stiffener 간격과 구조를 

유지하여 보강치수를 산정하였으며, 구역별 선각 재질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a) Baltic Ice Class 1A              (b) IACS PC7 
 

Fig. 1  Ice reinforcement region and thickness of midship  

section for 150K LNG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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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ce reinforcement region of shell expansion for 

150K LNG carrier 

 

Table 1  Ice reinforcement scantling for 150K LNG carrier 

Grade 

Region 

Scantling (mm) 

Ice Class 1A PC7 

Forward 

(No.1 hold) 

39.0HT32 36.5HT32 

425x20HT32+ 

125x18HT32 F.B(T) 
500x35 HT32 F.B 

Midbody 

(No.3 hold) 

29.5HT32 33.5HT32 

425x12+ 

125x18 F.B(T) 

450x20+ 

125x18 F.B(T) 

Aft 

26.0HT32 30.0HT32 

350x100x12/17 I.A 
400x18+ 

 125x16 F.B(T) 

Bow bottom - 
36.5HT32 

500x35 HT32 F.B 

Bow 

intermediate 

lower 

- 

41.0 

500x20+ 

125x17 F.B(T) 

Bow 

intermediate 

bottom 

- 30.0 

Midbody 

lower 
- 29.5 

Stern lower - 29.5 

 

Fig. 1, 2 및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ACS PC7의 

경우 Baltic Ice Class 1A에 비해 보강 구역이 크게 

늘어났으며 보강 치수도 대부분의 구역에서 증가되었다. 

 

 

3. 직접 강도 해석 고찰 

 

선박이 극지에서 운항시에는 규정에 정의된 빙하중의 

형상 이외에 다양한 형상의 빙하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극지 선각 규정인 IACS Unified Requirement PC 

및 러시아 선급 ARC Class의 경우에 직접 강도 해석에 

적용하는 빙하중 형상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국부 치수 결정을 위한 빙하중 형상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IACS PC7이 적용된 150K 멤브레인 

LNG선의 선수부에 대하여 직접강도해석을 수행하여 

빙하중의 형상 및 가압 위치에 따른 응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대상 부위 및 보강 치수 소개 

 

IACS PC7을 적용한 150K 멤브레인 LNG선의 선수부 1번 

화물창(Fig. 3 참조)을 대상으로 직접 강도해석을 수행하였다. 

Longl. Stiffener 간격은 660 mm, Web Frame 간격은 3,000 

mm, Longitudinal Stringer 간격은 5,280 mm 이며, 주요 

보강 치수는 Fig. 4와 같다. 

 

 

 

Fig. 3  Study region for strength analysis 

 

 

Fig. 4  Ice reinforcement scantling i.w.o. No.1 hold 

 

 

3.2 구조해석 모델 및 경계조건 

 

Fig. 5와 같이 1번 화물창 좌현 부위를 구조해석 모델링 

하였고, 국부 빙하중을 평가하는 부위의 유한요소 크기는 약 



100 x 100 mm 이다. 유한요소해석의 경계조건은 구조해석 

모델의 중심선 및 양끝단의 모든 변위 및 회전은 

구속시켰다. 

 

 

Fig. 5  F. E. model and boundary condition of strength 

 analysis 

 

 

3.3 하중조건 

 

연구 대상 선박의 IACS UR PC7 규정에 따른 빙하중의 

값은 약 2.7 MPa 이며, 빙하중 크기는 길이가 약 3,200 mm, 

높이가 약 1,500 mm 이다(Fig. 6 참조).  

 

 

Fig. 6  Length and height of ice load 

 

상기 PC7 규정을 참고하여 등가압력 3 MPa 의 빙하중을 

4 m
2 

의 면적에 가압 하였으며, 구조 강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가압 위치를 도출하고자 Fig. 7과 같은 하중조건을 

고려하였다.  

 

 
Fig. 7  Ice load conditions 

 

또한 빙하중 형상에 대한 구조 응답의 차이을 파악하기 

위하여 빙하중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길이/높이)도 

고려하였다. 단, 모든 하중조건에서 빙하중의 크기 및 

면적은 동일하다. 구조해석 모델에 고려된 빙하중 형상의 

예는 Fig. 8과 같다. 

 
Fig. 8  Example of Ice loading in F.E. model  

(LC1_A case) 

 

 

3.4 강도 검토결과 

 

Web Frame 부근의 Stringer에 가압하고(LC1_A Case), 

빙하중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2.32 일 때의 von-Mises 

응력은 Fig. 9와 같다. 

 



 

 

Fig. 9  Stress plot of LC1_A case (length/height = 2.32) 

 

결과 분석을 위하여 하중조건 및 빙하중 형상에 따라서 

취합한 최대 von-Mises 응력은 Fig. 10과 11에 나타내었다.  

 

 

Fig. 10  Max. von-Mises stress of LC1_A and LC1_B  

cases 

 

LC1_A는 Stringer 상의 Web Frame 위치에, LC1_B는 

Stringer 상의 Longl. Stiffener 위치에 각각 하중을 가한 

경우이다. 이 때, 여러 선각 부재 중 선측 외판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고 있다. 

 

 

 

 

 

 

Fig. 11  Max. von-Mises stress of LC2_A and LC2_B  

cases 

 

LC2_A 및 LC2_B Case와 같이 Stringer 사이 Longl. 

Stiffener 위치에 빙하중을 가할 경우 최대 응력은, Web 

Frame(LC2_A Case)에 가압을 할 때는 Web Frame 판에서, 

Web Frame 사이 위치(LC2_B Case)에 가압을 할 때는 선측 

Longl. Stiffener에서 발생한다.  

Fig. 10 및 Fig. 11에서와 같이 동일 크기의 빙하중이 

작용하더라도 빙하중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 및 가압하는 

위치에 따라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 및 크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5 구조 부위별 결과에 대한 고찰 

 

3.5.1 선측 외판 

 

Web Frame 사이의 Stringer에 가압하고(LC1_B Case), 

빙하중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1.31일 때, 응력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Fig. 12 참조).  

 

 

Fig. 12  Max. von-Mises stress of side shell plate 

 

Stringer에 가압시의 응력이 Longl. Stiffener에 가압 

시보다 큰 이유는 큰 Stringer 구조에 의해서 선측 외판의 

경계조건이 구속되기 때문이다. 

 



3.5.2 선측 Longl. Stiffener 

 

Web Frame 사이의 Longl. Stiffener 에 가압하고(LC2_B 

Case), 빙하중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3.13 일 때 응력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Fig. 13 참조). 

 

 
Fig. 13  Max. von-Mises stress of side shell longitudinal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4.07일 경우에는 빙하중의 길이가 

Web Frame 간격(3,000 mm)을 많이 초과하여 인접 Web 

Frame들이 빙하중을 흡수 해주기 때문에 응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3.5.3  Web Frame 판 

 

Web Frame 부근의 Longl. Stiffener 에 가압하고 (LC2_A 

Case), 빙하중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3.13 일 때 응력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Fig. 14 참조).  

 

 
Fig. 14  Max. von-Mises stress of web frame plate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4.07일 경우에는 빙하중의 길이가 

증가하여 인접 Web Frame이 빙하중을 흡수 해주기 때문에 

응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Stringer에 

가압시에는 빙하중을 Stringer와 Web Frame이 분배하여 

흡수하기에 Longl. Stiffener에 가압시보다 응력이 작다. 

 

3.5.4 Stringer 판 

 

Web Frame 부근의 Stringer에 가압하고(LC1_A Case), 

빙하중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0.57일 때 응력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Fig. 15 참조).  

 

 

Fig. 15  Max. von-Mises stress of stringer plate 

 

가압 위치 및 빙하중의 형상에 따른 응력의 증감은 작은 

편이지만, Web Frame에 가압시 응력값이 Web Frame 사이 

가압시 보다 큰 편이다. 

 

 

3.5.5 부위별 구조 강도가 취약한 빙하중 형상 및 가압 위치  

 

상기 3.5.1~3.5.4의 결과에 따른 선체 구조 부위별 

영향이 가장 큰 빙하중의 형상 및 가압 위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ritical ice pressure position and aspect ratio for  

max. von-Misess stress  

Location Ice pressured position 

Aspect Ratio  

of ice load 

(length/height) 

Side shell plate 
On stringer  

between web frame 
abt. 1.5 

Side shell longl. 
On longl. stiffener  

between web frame 

abt. 3.0 

and above 

Web frame plate 
On longl. stiffener  

i.w.o. web frame 

abt. 3.0  

and above 

Stringer plate 
On stringer 

i.w.o. web frame 

abt. 1.0  

and below 

 

각 구조 부재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가압 위치는 모두 

다르다. 또한 최대 응력은 Stringer 판을 제외한 모든 

부재에서 빙하중의 형상이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1보다 큰 

즉, 길이가 높이보다 긴 형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Table 2에 정리한 최대 응력을 일으키는 빙하중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은 Web Frame 및 Stringer의 간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비슷한 선박 구조에서 그 결과는 동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50K 멤브레인 LNG선을 IACS UR PC7 

규정(Unified Requirement for Polar Ships, Polar Class 7)에 

따른 선각 설계를 수행하여, Baltic Ice Class 1A 규정 대비 

선각 보강의 차이점과 직접 강도 해석을 통한 구조 강도를 

고찰하였다.  

IACS PC7의 경우 Baltic Ice Class 1A에 비해 보강 구역과 

보강 치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직접 강도 해석으로 선각 부재를 평가 시 빙하중은 각각 

선측 외판은 Web Frame 사이 Stringer 위치에, 선측 Longl. 

Stiffener는 Web Frame 사이 Longl. Stiffener 위치에, Web 

Frame은 Web Frame 부근 선측 Longl. Stiffener 위치에 

가하는 것이 적당하다. Stringer 판은 빙하중의 가압 위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으며, 나타나는 응력도 비교적 작다. 

또한 선각 부재 전체적으로 빙하중 길이와 높이의 비가 

1.31~3.13 사이에서 응력이 비교적 크게 발생하였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빙하중 길이와 높이의 비가 1.31 

이하나 3.13 이상인 경우는 설계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며, PC7 규정으로 계산되는 빙하중의 형상이 

직접 강도 해석에도 적절한 하중 형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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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적용을 

위한 극저온 기계적 거동 특성 분석 
박광준, 권병철, 박성우, 김광석, 이제명 

 

Evaluation of Low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Glass Fiber Mat 

Reinforced Thermoplastic for Offshore Structures Application 

Kwang-Jun Park, Byeong-Cheol Kwon, Seong-Woo Park, Kwang-Seok Kim and Jae-Myung Lee  

 

 

요 약 

 

최근 조선·해양분야에서는 경량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극한 운용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강재나 특수강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기존 금속재료 이상의 우수한 강성, 강도 및 감쇠특성을 가지는 복합재료의 채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외 조선사에서는 유리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액화천연가스 운반 시스템의 단열재료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조선·해양 산업에서 유리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적용·설계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거동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의 재료단위 인장, 압축, 전단 시험을 통해

재료의 비선형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수리모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Keywords: Composite(복합재료), Glass fiber mat reinforced thermoplastic(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 Finite element formulation(유한요소정식화), 

Material nonlinearity(재료비선형),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ABAQUS 사용자정의 서브루틴)  

 

1. 서 론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Glass fiber mat reinforced 

thermoplastic)은 범용수지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과 유리섬유 매트(Glass fiber mat) 강화재가 직접 함침되어 

수지와의 결합력이 우수하고, 유리섬유(Glass fiber) 자체의 

강도가 매트(Mat) 상으로 보강되어 우수한 강도를 가지며, 

플라스틱 고유의 특징인 경량성, 디자인(Design) 자유도는 

물론 열가소성 수지에서 기인하는 높은 생산성, 재생성 

(Recycling) 등의 특징을 갖는 복합재료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이 가지는 우수한 단열성능, 경량성, 

내부식성 등의 특징으로 조선·해양산업에서 액화천연 가스 

운반선 화물창의 구조용 재료로의 적용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Oksman, 2000).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해양환경에서 운용되는 환경적 

특성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하중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화물창 내부 온도를 극저온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하여 운용 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하중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Chun, et al., 2007). 이러한 환경적 측면을 

극복하고 조선·해양산업에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을 

적용·설계 하기 위해서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거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의 재료비선형 특성은 유리 강화 

섬유 플라스틱 기반 구조물의 안전 및 최적설계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의 재료 

비선형해석을 위한 전용 점소성-손상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유한요소적용을 위해 ABAQUS용 재료카드(사용자 정의 

서브루틴)를 구축한다.  

 

2. 구성방정식 개발 

 

2.1 Bordner-Partom 점소성 모델 

 

변형률 속도는 탄성영역과 비탄성영역으로 분리 할 수 

있으며, 미소변형으로 가정 시, 식 (1) 과 같이 서술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가능하다     (Bodner, 2002).  

 

ε ε ε= +� � �

e p

ij ij ij
                                                (1) 

 

탄성 변형률 속도는 일반화된 Hooke 법칙을 따르며, 식 

(2), 식 (3) 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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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G 는 전단 탄성계수, 
ij

δ 는 Kronecker delta 

함수이다. 소성변형률은 λ (소성승수) 와 
ij

s (편차응력 

텐서)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ε λ= =� �

p p

ij ij ij
e s                                            (4) 

 

식 (4)에서의 편차소성 변형률의 2차 불변량은 다시 

재료정수 
0

D , n 과 변수 Z 로 나타낼 수 있다.  

 

2

22

p
D Jλ= , 

1/2

2

2

p
D

J
λ

⎛ ⎞
=⎜ ⎟
⎜ ⎟
⎝ ⎠

                            (5) 

σ

⎧ ⎫⎛ ⎞⎪ ⎪⎜ ⎟= −⎨ ⎬
⎜ ⎟⎪ ⎪⎝ ⎠⎩ ⎭

2

2

2 0 2
exp

n

p

eff

Z
D D                             (6) 

 

여기서, 
0

D 는 최대 변형률 속도를 제한하는 변수이고, 

n  은 변형률 속도 민감도를 조정하는 변수이다. 변수 Z 는 

소성유동에 대한 재료의 전체적인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태변수로 하중 이력과 관계가 있다. 식 (6)을 식 (4)와 

(5)에 대입하게 되면 다음 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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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

Z 는 항복응력을 나타내는 재료정수 이고 
1
Z 은 

온도 및 변형률 속도에 의존하는 포화응력을 의미하는 

재료정수이다. 또한 
p

W 는 축적 소성일을 의미한다. 

 

2.2 손상모델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강성저하를 기술하기 위해 

손상모델을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손상발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odner & Cha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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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odner-Chan의 손상모델이 점소성모델과 

연계하여 재료의 연화현상을 효과적으로 모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료의 손상변수인 ( )0 1ω ω< <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ayhurst & Lexki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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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료 정수 결정 

 

재료정수의 결정은 수치해석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치며, n 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재료정수가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료정수 의 결정을 위하여 

Senchenkov와 Tabieva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Senchenkov and Tabieva 199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정수기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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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

M 는 saturation stress 에서의 변형률 속도 



민감도 수치를 의미한다.  

 

3.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의 재료시험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의 하중방향 및 온도에 따른 

재료거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의 

온도에 따른 일축인장, 전단 및 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재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wt. 20%의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1은 인장, 

압축 및 전단시험 설비 및 시편을 각각 보이고 있다. 

 

 
(a) Tensile testing facility and specimen 

 

        (b) Compressive testing facility and specimen 

 

            (c) Shear testing facility and specimen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and test specimens 

 

그림 2는 시험결과로서 상온 및 극저온(-163  에서의 

인장, 압축 및 전단시험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극저온에서의 재료거동과 

상온에서의 재료거동이 매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극저온에 비해 상온에서의 인장/압축/전단 항복/최종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Tensile test 

(b) Compressive test 

 



(c) Shear test 

Fig. 2 Representative tensile, compressive  

and shear test results 

 

4. 유한요소정식화 및 

ABAQUS UMAT 적용 

 

본 연구에서는 점소성 모델의 적용을 위하여 

유한요소정식화 과정을 수행한다. 변형률 증분과 시도응력 

(trial stress)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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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력은 아래의 식으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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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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erson, 

2002).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해양구조물에 적용이 고려되고 있는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의 점탄소성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유한요소법에 적용하였다. 상온 및 극저온에서 인장, 압축 

및 전단하중에 따른 재료의 취성 및 연성거동특성을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a) Tensile test 



 

(b) Compressive test 

 

(c) Shear test 

Fig. 3 Comparison of stress-strain rela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그림 3은 ABAQUS UMAT을 사용한 전산해석결과와 

재료시험결과의 응력-변형률 곡선 비교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료 선형 및 비선형 거동을 

매우 정밀하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신율도 매우 

정밀하게 예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모델과 유한요소 기법을 바탕으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기반 구조물의 안전/최적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구축된 ABAQUS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전용 재료카드를 바탕으로 산업게 

등에서 손쉽게 구조해석 및 설계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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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해양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허용응력설계법 WSD(Working Stress Design)

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LRFD(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가 사용되고 있다. LRFD방법은 WSD

방법에 비해 낮은 구조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만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장점으로 국내외적으로 LRFD방

법에 관한 관심은 증대되고, 그 사용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

발된 해양구조용 BOP 부하 Test Stump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DNV 설계규정에 따른

WSD법과 LRFD법을 Test Stump에 적용하여 안전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Keywords:  Test Stump, Working Stress Design (허용응력설계법), 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 (하중저항계수설계법) 

 

1. 서 론 

 

Test Stump는 시추선의 플랫폼(Semi platform)이나 

Drillship에 설치되어 BOP(Blowout Preventer)가 심해로 

투입되기 전에 해상에서 BOP의 작동(잠금 및 실링)에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 진행과 투입구(Moonpool)로 

장비를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이다. 기존 고정형 타입의 

Test Stump는 BOP stack 움직임에 따른 테스트가 용이한 

타입으로 개발 되었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협소한 장소에서 테스트가 용이한 

타입으로 개발 되었다. 

Test Stump의 제조 기술은 해외업체들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Test Stump의 국산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수행 및 개발함으로 향후 국내외 수요 충족 및 가치 

창출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내의 

해양구조물이나 장비에 관한 설계기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설계시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설계기준인 DNV 규정에 따라 

허용응력설계법과 하중저항계수설계법으로 Test Stump의 

구조안전율을 비교하였고, Fig. 1 대략적인 Test Stump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Fig. 1 Test Stump Conceptual Diagram 

 

2. 설계기준 분석 

 

2.1 DNV-OS-C201 

 

DNV-OS-C201에 설계방법은 WSD를 적용하고 있다. 

WSD법에 의한 설계는 목표안전수준에서 허용되는 

안전계수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특성 강도를 계산함으로써 

Dead Load

Func. Load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구해진 최대허용응력을 다른 하중조건에 대해서 계산된 

응력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구조물의 안전율을 

검토하기 위한 최대허용사용계수는 아래 Table 1과 같은 

하중 조건에 대한 사용계수와 β(=1.0)을 곱하여 산정한다. 

 

Table 1 Safety factors for loading condition 

Case Description 

basic 

usage 

factor 

a) Functional loads 0.60 

b) 
Maximum combination of environmental 

loads and associated functional loads 
0.80 

c) 
Accidental loads and associated functional 

loads 
1.00 

d) 

Annual most probable value of 

environmental loads and associated 

functional loads after credible failures, or 

after accidental events 

1.00 

e) 

Annual most probable value of 

environmental loads and associated 

functional loads in a heeled condition 

corresponding to accidental flooding 

1.00 

Maximum permissible usage factor ( �=β �), β=1.0 for the 

yield checks and buckling check 

 

2.2 DNV-OS-C101 

 

DNV-OS-C101에 설계방법은 LRFD법를 적용하고 있다. 

LRFD 방법에 의한 설계는 목표 안전수준에서 기본 변수의 

특성 값으로 하중과 저항 값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목표 

안전수준의 설계방법으로 기본변수는 구조물의 하중과 

구조저항 혹은 구조의 재료저항으로 정의한다. 

목표안전성수준은 다양한 하중이 동시에 특성 값에 작용할 

가능성이나 하중, 저항에서 변화를 대변하는 결정적인 

계수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진다. LRFD는 구조요소의 

안전성수준은 설계하중효과(�� )가 설계저항(��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족하며, 설계하중효과(�� )이 설계저항(�� )과 

같을 경우를 한계상태라고 한다. 

 

��  �  ��                                                          (1) 

��  �  ��                                                          (2) 

 

설계하중( �� )은 주어진 하중계수로 특성하중을 

계산함으로써 얻어지며, 설계저항(�� )은 저항계수와 해당되는 

특성저항값의 곱하여 구한다.  

 

�� � ���                                                           (3) 

 

여기서, �� 는 설계하중을 말하며,
 

f 는 하중계수,  �� 라는 

특성저항 값을 의미한다.  

설계저항(�� )은 아래 식(4)와 같다. �� 는 특성저항값, φ는 

저항계수로 재료 계수 ��과 관계는 아래 식(5)와 같다. 

 

��  � ���  
                                                                                                                          

(4)
 

 

φ �  
�

��
                                                            (5) 

 

DNV-OS-C101에서 LRFD설계의 극한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us)를 바탕으로 하중계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또한, 

구조물의 안전을 검토하기 위한 저항계수는 ULS, 즉 

극한한계상태에서 사용되는 γM = 1.15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2 Load factor for ULS 

Combination 

design loads 

Load categories 

Permanent 

load 

Variable 

functional 

load 

Environmental 

load 

Deformation 

load 

a) 1.3 1.3 0.7 1.0 

b) 1.0 1.0 1.3 1.0 

 

3. 설계기준에 따른 안전율 분석 

 

Test Stump의 안전율를 파악하기 위하여 

DNV-OS-C201과 DNV-OS-C101 설계기준을 적용하였다.   

적용되는 대표적인 하중인 자중, 작동하중, 파랑하중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WSD와 LRFD의 안전율 수준은 다음 

식 (1),(2)로 추정하였다. 

 

 ����	 �  



 �
                                                (6) 

여기서, γ : 평균하중계수,  �: 최대허용사용계수 

 

����	 �  
�

�
                                                (7) 

여기서, γ : 평균하중계수, φ : 저항계수 

 

3.1 WSD에 따른 안전율 분석 

 

 DNV-OS-C201에서 하중조합 및 하중계수, 저항계수는 

다음과 같다. 하중계수는 1을 적용하였다. 안전계수의 경우 

자중 및 작동하중으로 하중조합을 하였을 시 0.6의 계수 

값을 적용하였으며, 자중 및 작동하중, 파랑하중으로 

하중조합을 하였을 시 0.8의 계수 값을 적용하였다. 검토 

결과 DNV-OS-C201에 의한 안전율은 각각 1.66과 1.25로 

분석 되었다. 

 



COMB1 = 1.0×(Dead Load + Vari. Func. Load) 

 

����� �  
1

0.6
 � 1.66 

 

COMB2 = 1.0×(Dead Load  + Vari. Func. Load + Wave Load) 

 

����� �  
1

0.8
 � 1.25 

 

3.2 LRFD에 따른 안전율 분석 

 

DNV-OS-C101에서 하중조합은 아래 식과 같으며, 최대 

하중계수는 1.3을 적용하였다. 평균 하중계수는 1.1로 

저항계수 값은 1.15를 적용하였다. 검토 결과 

DNV-OS-C101에 의한 안전율은 각각 1.495, 1.265, 1.15, 

1.265로 분석 되었다. 

 

ULS(a) COMB1 = 1.3 × (Dead Load + Vari. Func. Load) 

 

������ �  
1.3

1

1.5

  � 1.495 

 

ULS(a) COMB2 = 1.3 × (Dead Load + Vari. Func. Load) + 0.7 

× Wave Load 

 

������ �  
1.1

1

1.5

  � 1.265 

 

ULS(b) COMB3 =  1 × (Dead Load + Vari. Func. Load) 

 

������ �  
1

1

1.15

  � 1.15 

 

ULS(b) COMB4 = 1 × (Dead Load + Vari. Func. Load) +  1.3 

× Wave Load 

 

������ �  
1.1

1

1.5

  � 1.265 

 

 

 

 

 

 

Table 3 Factor of safety in accordance with design criteria  

Division 

DNV-OS-C201 

(WSD) 

DNV-OS-C101 

(LRFD) 

COMB1 COMB2 COMB1 COMB2 COMB3 COMB4 

1.66 1.25 1.495 1.265 1.15 1.265 

 

4. 수치해석에 따른 안전율 분석 

 

DNV-OS-C201과 DNV-OS-C101 설계기준에 따라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고, 하중계수를 적용하여 

안전계수와 저항계수를 사용하여 안전율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현상을 FEM 모델로 나타내었으며, Test Stump의 

Operating 상태에서의 경계조건 및 하중 조건, 환경 조건을 

고려하였다. 

 

4.1 해석 모델 

 

수치해석은 범용프로그램 Ansys workbench 14.0을 

사용하였다. 수치해석에서 Test Stump 구조는 Solid 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Test Stump는 총 중량이 고려된 

Solid요소로 이상화하였다. 그리고 주변장치(Pin고리)들은 

모델에 고려하지 않았다. 해석에 사용된 Solid 요소크기는 

20×20mm로 모델링하였으며, Test Stump의 3-D FEM 

모델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FEM model of test stump 

4.2 해석조건 

 

경계조건의 경우 Deck와 용접되는 부분(A)와  고무 

패드가 설치되어 Test stump를 지지하는 부분(B) 2가지 

경우에 대하여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Boundary condition 

 
Boundary condition for operating  

Fx Fy Fz Mx My Mz 

Support A Fixed Fixed Fixed Fixed Fixed Fixed 

Support B - - Fixed Fixed Fixed - 

 

 

Fig. 3 Boundary condition of test stump 

 Test Stump에 사용되는 재료는 Structure의 DH36이며, 

Bolt의 경우 ASTM A325M으로 Table 5에 재료 물성을 

나타내었다. 

 

Table 5 Material properties 

Properties 
Young’s 

modulus(MPa) 

Density 

(kg/m
3
) 

Poisson’s 

ratio 

Yield 

stress(MPa) 

DH36 210,000 7,850 0.3 355 

ASTM 

A325M 
210,000 7,850 0.3 660 

 

하중조건은 Test Stump의 Operating condition에서 자중 및 

BOP를 Test시 발생하는 작동하중, 파랑하중을 적용하였고, 

파랑하중은 공용 중인 Drillship에 적용된 Acceleration값을 

참고하였다. 하중조합은 설계기준에 따른 안전율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DNV-OS-C201과 DNV-OS-C101에 따른 

하중 및 안전, 저항계수를 선택하였다. WSD법은 자중과 

작동하중에 대한 하중조합과 자중 및 작동하중, 파랑하중에 

대한 하중조합으로 해석조건을 설정하였다. LRFD법은 ULS(a), 

(b)에 대하여 자중과 작동하중에 대한 하중조합과 자중 및 

작동하중, 파랑하중에 대한 하중조합으로 해석조건을 

설정하였다. 각 설계기준에 따른 하중 및 하중 조합은 Table 6 

~ 8에 나타내었다. 

 

Table 6 Applied load to the Test Stump 

Load type Force(N) 

Dead Load 16249 

Variable functional Load 245250 

 

Load type Ax(m/s
2
) Ay(m/s

2
) Az(m/s

2
) 

Wave induced load 1.050 1.952 3.424 

 

Table 7 WSD Load combination 

(a) WSD COMB1 

Load case Dead Load(N) Vari. Func. Load(N) 

A 16249 245250 

 

(b) WSD COMB2 

Load 

case 

Dead 

Load 

Vari. 

Func. 

Load 

Wave induced load 

Ax 

(m/s
2
) 

Ay 

(m/s
2
) 

Az 

(m/s
2
) 

A 16249 245250 1.050 1.952 3.424 

B 16249 245250 1.050 -1.952 3.424 

C 16249 245250 -1.050 1.952 3.424 

D 16249 245250 -1.050 -1.952 3.424 

E 16249 245250 1.050 1.952 -3.424 

F 16249 245250 1.050 -1.952 -3.424 

G 16249 245250 -1.050 1.952 -3.424 

H 16249 245250 -1.050 -1.952 -3.424 

 

Table 8 LRFD Load combination 

(a) LRFD ULS_(a)_COMB1 

Load case Dead Load(N) Vari. Func. Load(N) 

A 21124 318825 

 

(b) LRFD ULS_(a)_COMB2 

Load 

case 

Dead 

Load 

Vari. 

Func. 

Load 

Wave induced load 

Ax 

(m/s
2
) 

Ay 

(m/s
2
) 

Az 

(m/s
2
) 

A 21124 318825 0.735 1.367 2.397 

B 21124 318825 0.735 -.367 2.397 

C 21124 318825 -.735 1.367 2.397 

D 21124 318825 -.735 -.367 2.397 

E 21124 318825 0.735 1.367 -.397 

F 21124 318825 0.735 -.367 -.397 

G 21124 318825 -.735 1.367 -.397 

H 21124 318825 -.735 -.367 -.397 



 

(c) LRFD ULS_(b)_COMB3 

Load case Dead Load(N) Vari. Func. Load(N) 

A 16249 245250 

 

(d) LRFD ULS_(b)_COMB4 

Load 

case 

Dead 

Load 

Vari. 

Func. 

Load 

Wave induced load 

Ax 

(m/s
2
) 

Ay 

(m/s
2
) 

Az 

(m/s
2
) 

A 16249 245250 1.365 2.538 4.451 

B 16249 245250 1.365 -2.538 4.451 

C 16249 245250 -.365 2.538 4.451 

D 16249 245250 -1.365 -2.538 4.451 

E 16249 245250 1.365 2.538 -4.451 

F 16249 245250 1.365 -2.538 -4.451 

G 16249 245250 -1.365 2.538 -4.451 

H 16249 245250 -1.365 -2.538 -4.451 

 

4.3 해석결과 

 

WSD와 LRFD의 설계기준으로 Operation condition에 대한 

해석결과를 Table 9 ~10에 나타내었다. Structure중에서 

Bolt에 대한 결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WSD법에 따라 해석한 결과 WSD COMB1 Load case A의 

최대등가응력은 저항계수에 대한 허용응력 대비 103.4%가 

발생하였고, WSD COMB2에서 평균 최대등가응력은 

저항계수에 대한 허용응력 대비 77.6%가 발생하였다. 

 

Table 9  Analysis result(WSD) 

(a) WSD COMB1 

Load case Stress(MPa) Displacement(mm) 

A 220.310 2.381 

 

(b) WSD COMB2 

Load case Stress(MPa) Displacement(mm) 

A 220.310 2.403 

B 221.710 2.408 

C 224.350 2.410 

D 224.570 2.414 

E 216.040 2.347 

F 218.680 2.352 

G 216.260 2.353 

H 218.900 2.358 

 

LRFD법에 따라 해석한 결과 LRFD ULS(a)_COMB1와 

LRFD ULS(a)_COMB2에서 최대등가응력은 저항계수에 

대한 허용응력 대비 93.7%이 발생하였다. LRFD 

ULS(b)_COMB3은 71.3%, ULS(b)_COMB4는 71.2%가 

발생하였다. 

 

Table 10  Analysis result(LRFD) 

(a) LRFD ULS_(a)_COMB1 

Load case Stress(MPa) Displacement(mm) 

1 286.4 3.095 

 

(b) LRFD ULS_(a)_COMB2 

Load case Stress(MPa) Displacement(mm) 

A 220.310 2.403 

B 221.710 2.408 

C 224.350 2.410 

D 224.570 2.414 

E 216.040 2.347 

F 218.680 2.352 

G 216.260 2.353 

H 218.900 2.358 

 

(c) LRFD ULS_(b)_COMB3 

Load case Stress(MPa) Displacement(mm) 

A 220.310 2.381 

 

(d) LRFD ULS_(b)_COMB4 

Load case Stress(MPa) Displacement(mm) 

A 220.310 2.403 

B 221.710 2.408 

C 224.350 2.410 

D 224.570 2.414 

E 216.040 2.347 

F 218.680 2.352 

G 216.260 2.353 

H 218.900 2.358 

 

4.4 해석결과 따른 안전율 분석 

 

수치해석결과 중 응력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 2절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안전율을 분석하였다. WSD법은 허용되는 

안전계수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특성 강도를 계산함으로써 

구해진 최대허용응력을 수치해석의 하중조건에 대해서 

계산된 응력과 비교해서 안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WSD COMB1 안전율은 0.967, WSD COMB2 안전율은 



1.281로 분석 되었다. 

LRFD법은 WSD법과 같이 2절에서 설명한 기준으로 

안전율을 분석하였다. 각 케이스 별 하중계수를 바탕으로 

하중 조합을 실시하여 계산된 수치해석결과와 설계저항에 

저항계수를 이용하여 안전율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LRFD 

ULS(a)_COMB1와 LRFD ULS(a)_COMB2의 안전율은 

1.079로 분석되었다. LRFD ULS(b)_COMB3은 1.403 

ULS(b)_COMB4는 1.405로 분석되었다. 수치해석에 따른 

안전율 분석 결과를 Table 11에 나타내었다. 

 

Table 11 Factor of safety in accordance with numerical analysis 

Division 

DNV-OS-C201 

(WSD) 

DNV-OS-C101 

(LRFD) 

COMB1 COMB2 COMB1 COMB2 COMB3 COMB4 

0.967 1.281 1.079 1.079 1.403 1.405 

 

4. 결 론 

 

해양구조물 설계에 있어 DNV설계기준 (WSD법과 

LRFD법)에 따라 각 설계기준의 안전율을 분석하였다. 

설계기준 따른 안전율을 분석한 결과 WSD법(WSD 

COMB1)에 따른 안전율은 1.66로 분석되어 가장 높게 

나왔으며, LRFD법(LRFD COMB1)에 따른 안전율은 

1.495으로 분석되어 WSD법이 LRFD법보다 다소 보수적인 

설계가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환경하중이 포함된 경우 

안전율은 1.15~1.265로 비슷한 안전율을 나타냈다. 

설계기준으로 수치해석에 적용하여 계산된 값으로 

안전율을 분석한 결과 WSD법(WSD COMB1)과 

LRFD법(LRFD COMB1)은 안전율이 0.967과 1.079로 

LRFD법의 안전율이 더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설계기준에 

따른 안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수치해석에서 

설계기준을 적용 시 안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환경하중이 포함된 경우 WSD법(WSD COMB2)과 

LRFD법(LRFD COMB3,4)은 안전율이 1.281과 1.403, 

1.405로 분석되어, LRFD법의 안전율이 더 높은 수치로 

분석됨으로 수치해석에 따른 안전율 비교 시 WSD법이 

LRFD법보다 다소 보수적인 설계가 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설계기준과 설계기준에 따른 수치해석의 

안전율을 분석한 결과 LRFD법이 WSD법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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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urner boom은 해저 원유 시추 시 발생하는 불용성 가스 및 오일을 연소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고열원을 차폐막으로

억제하여 선체, 장비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트러스 구조물이다. Burner boom에 작용하는 하중에는 크게 장비 자체의

무게인 사하중과 환경적인 요소로 발생되는 활하중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활하중에는 장비 운용 시 Burner head에서

발생되는 열이 Burner boom 부재에 미치는 온도하중, 바람에 인한 풍하중, 파랑에 인한 관성하중이 적용된다. 이러한

환경적인 하중은 공용년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복횟수가 증가되어 Burner boom의 부재에 피로손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설계중인 Burner boom을 대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환경적 하중이 Burner boom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거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는 Burner boom의 피로평가 및 좌굴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Keywords: Burner boom, 구조거동 특성, 환경적인 하중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가스 생산의 주력지역이 수심 500m 

이상의 심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해의 석유자원의 시추 

및 생산을 위한 구조물로는 Drilling ship, TLP(Tension-leg 

Platform),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등이 있다. 이러한 해양구조물에는 원유 시추 시 

발생되는 불용성 가스 및 오일을 연소시키기 위해 Burner 

boom이 사용되고 있다. Burner boom은 극심한 해상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구조물의 안전성과 운영성 확보를 위

해 정확한 거동 분석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바람에 의한 와

류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이 Burner boom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 실제 설계 및 설치 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도 Burner head에서 발생하는 화염이 선

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적요인과 바람이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복사열이 선체 미치는 값을 분석하

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온도분포만 

고려하였고 Burner boom에 미치는 거동특성 및 응력변화에 

대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rilling ship용 Burner boom을 대상

으로 FEM 해석을 통하여 Operating 및 Survival condition에서

의 각 하중에 따른 응력 및 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Load 

case 따른 Burner boom 연결부의 응력 범위를 산출하여 피로

취약부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2. Burner boom의 정적구조해석 

 

2.1 해석 대상 모델 

 이 연구에서 사용된 Burner boom은 Drilling ship용으로 길이 

27.5m의 Cantilever truss 구조물이다. Fig. 1와 같이 대상 

Burner boom은 Drilling ship의 Starboard 선미에 위치하며, 

Burner head에서 발생되는 열원이 선체에 최소한으로 피해를 

미치기 위해 회전이 가능하게 설계된다. Operating 상태에서는 

풍향에 따라 선박을 기준으로 180도, 225도, 275도에서 

사용되고, 극심한 해상상황인 Survival 상태 및 선박이 

이동중인 Transit 상태에서의 Burner boom은 선체를 기준으로 

90도에서 Sea fastening과 Boom rest에 의해 구속된다. Table 

1에 Operating 및 Survival 상태에서 Burner Boom의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경계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Operating 

condition은 180도, Survival condition 90도를 고려하였다.  

Fig. 2에 대상 Burner boom의 구조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범용프로그램 Ansys workbench 14.0을 사용하여 Burner 

head가 설치되는 Platform 및 Burner boom을 지지하는 

Support는 Plate 요소, Beam은 Frame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Burner boom에 사용되는 재료는 S355J2H이며, 

Table 2에 재료물성을 나타내었다. 

 

 
 Fig. 1 Location of burner boom 

 

Table 1 Boundary condition of burner boom 

Joint 
Boundary condition for operating  

Fx Fy Fz Mx My Mz 

Upper 

support 
Fixed Fixed Fixed Fixed Fixed Fixed 

Lower 

support 
Fixed Fixed Fixed Fixed Fixed Free 

Joint 
Boundary condition for Survival  

Fx Fy Fz Mx My Mz 

Upper 

support 
Fixed Fixed Fixed Fixed Fixed Fixed 

Lower 

support 
Fixed Fixed Fixed Fixed Fixed Free 

Sea fastening Free Fixed Free Free Free Fixed 

 

 
Fig. 2 Structural analysis model of burner boom 

 

Table 2 Material properties 

Properties 
Poisson’s 

ratio 

Young’s 

modulus(MPa) 

Yield 

stress(MPa) 

S355J2H 0.3 210,000 355 

 

2.2 해석변수 및 조건 

Burner boom에 작용하는 하중은 장비 및 구조물의 자중인 

Dead load와 환경적 요소로 발생되는 Live load로 대별된다. 

Table 3 및 Table 4에 Burner boom에 작용하는 Dead load 및 

Live load를 정리하였다. 

 

Table 3 Applied dead load to the burner boom 

Division Load type Force(N) 

Dead load 

Boom Structure 157672 

Pipe, Support & Handrail 70560 

Burner head 19600 

Cylinder 4900 

 

Table 4 Applied live Live load to the burner boom 

(a) Wind load 

Division Condition 
Wind 

speed 

Wind 

pressure 

Wind 

load 

Operating(180˚) 30.9(m/s) 3.44(kN/m2) 

Survival(90˚) 62.1(m/s) 0.85(kN/m2) 

Basis 

Refer to DNV-RP-C205 Sec.2 

Wind pressure equation : 

)ln047.0ln137.01(),(
10

10
T

T

H

z
UzTU −+⋅=

 

(b) Wave induced load 

Division Condition Ax(Acc.) Ay(Acc.) Az(Acc.) 

Wave 

induced 

load 

Operating 1.128 1.305 3.120 

Survival 1.442 2.060 4.012 



Basis 

Calculation values using JONSWAP 

spectrum : 

Operation Hs=9.6m, Tp=13.1sec 

Survival : Hs=13.0m, Tp=14.6sec 

(c) Thermal Load 

Division Basis 

Thermal 

load 

Assumed temperature due to length of 

burner boom : 

 

 

Table 4와 같이 풍하중은 DNV기준을 참고하여 평균 풍압을 

계산한 뒤 작용하는 면적을 곱하여 풍력으로 Beam부재에 

적용하였고, 파랑하중은 JONSWAP Spectrum으로 계산된 

Acceleration값을 적용되었다. 또한 Burner head에서 발생되는 

열원에 대한 Burner boom의 온도는 길이에 따라 가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ead load 및 Live load가 Burner 

boo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하중이 

적용하였을 때 Burner Boom의 거동을 분석한 후, Table 5와 

같이 하중조합을 통해 응력범위를 산출하였다. 기하학적으로 

취약한 Burner boom의 연결부를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응력 

및 처짐을 비교하였으며 그 위치는 Fig. 3과 같다. 

 

Table 5 Load case 

(a) Operating 

Load 

case 

Wind load 

(direction) 

Wave induced load 
Thermal 

load 

Ax(m/s
2
) Ay(m/s

2
) Az(m/s

2
) Applied 

A +Y 1.128 1.305 3.120 Applied 

B +Y 1.128 -1.305 3.120 Applied 

C +Y -1.128 1.305 3.120 Applied 

D +Y -1.128 -1.305 3.120 Applied 

E -Y 1.128 1.305 3.120 Applied 

F -Y 1.128 -1.305 3.120 Applied 

G -Y -1.128 1.305 3.120 Applied 

H -Y -1.128 -1.305 3.120 Applied 

(b) Survival 

Load 

case 

Wind load 

(direction) 

Wave induced load 
Thermal 

load 

Ax(m/s
2
) Ay(m/s

2
) Az(m/s

2
) None 

A +Y 1.442 2.060 4.012 None 

B +Y 1.442 -2.060 4.012 None 

C +Y -1.442 2.060 4.012 None 

D +Y -1.442 -2.060 4.012 None 

E -Y 1.442 2.060 4.012 None 

F -Y 1.442 -2.060 4.012 None 

G -Y -1.442 2.060 4.012 None 

H -Y -1.442 -2.060 4.012 None 

 

 

Fig. 3 Positions of the representative elements 

 

 

3. 하중조건에 따른 Burner Boom의 

거동특성 

3.1 고정하중에 따른 Burner Boom의 거동특성 

Table 6 및 Table 7에 고정하중이 작용하였을 경우 

Operating 상태에서 Burner boom의 응력 및 처짐을 

나타내었다. 고정하중이 중력방향인 -z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처짐 역시 z방향 -25.4mm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최대응력 

및 최소응력은 U-2에서 58.5Mpa, L-2에서 -56.0Mpa 각각 

발생되었다. 

 

Table 6 Combined stress of burner boom for operating 

condition(applied deadload) 

Point U-1 U-2 U-3 U-4 U-5 U-6 

Combined 

Stress(MPa) 
32.7 58.5 19.6 12.1 29.0 23.7 

Point U-7 U-8 U-9 U-10 U-11 U-12 

Combined 

Stress(MPa) 
44.3 18.5 29.0 18.3 20.5 22.6 

Point L-1 L-2 L-3 L-4 L-5 L-6 

Combined 

Stress(MPa) 
-35.7 -56.0 -10.6 -18.8 -19.0 -31.1 

Point L-7 L-8 L-9 L-10 L-11 L-12 

Combined 

Stress(MPa) 
-32.1 -25.1 -31.9 -23.5 -19.0 -23.6 

 

Table 7 Displacement of burner boom for operating 

condition(applied deadload) 

Direction X Y Z 

Max. Deformation(mm) -2.1 -1.5 -25.4 

 



Table 8 및 Table 9에 고정하중이 작용하였을 경우 Survival 

상태에서 Burner boom의 응력 및 처짐을 나타내었다. 

Survival상태 역시 z방향의 처짐이 -7.0mm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그 수치는 Operating상태보다 상당히 적게 

발생하였다. 이는 Survival상태에서 Burner boom의 전반적인 

거동이 Sea fastening의 영향으로 캔틸레버 형식에서 내민보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최대응력 및 최소응력은 U-2에서 

59.7Mpa, L-2에서 -55.80Mpa 각각 발생되었다. 

 

Table 8 Combined stress of burner boom for survival 

condition(applied deadload) 

 

Point U-1 U-2 U-3 U-4 U-5 U-6 

Combined 

Stress(MPa) 
33.8 59.7 19.9 11.2 12.0 9.5 

Point U-7 U-8 U-9 U-10 U-11 U-12 

Combined 

Stress(MPa) 
6.6 4.4 7.6 6.1 9.7 8.7 

Point L-1 L-2 L-3 L-4 L-5 L-6 

Combined 

Stress(MPa) 
-34.9 -55.8 -10.9 -23.9 -27.8 -7.0 

Point L-7 L-8 L-9 L-10 L-11 L-12 

Combined 

Stress(MPa) 
-5.5 -2.9 -4.0 -7.6 -6.7 -9.3 

 

Table 9 Displacement of burner boom for survival 

condition(applied deadload) 

Direction X Y Z 

Max. Deformation(mm) 0.9 -1.7 -7.0 

 

3.2 풍하중에 따른 Burner Boom의 거동특성 

Table 10 및 Table 11에 풍하중이 작용하였을 경우 

Operating상태에서 Burner boom의 응력 및 처짐을 나타내었다. 

풍하중이 작용하는 y방향의 처짐이 -16.5mm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최대응력 및 최소응력은 U-11에서 13.6Mpa, 

U-10에서 -6.5Mpa 각각 발생되었다. 

 

Table 10 Combined stress of burner boom for 

operating condition(applied windload) 

Point U-1 U-2 U-3 U-4 U-5 U-6 

Combined Stress(MPa) 1.5 1.7 1.8 -0.7 2.9 -2.5 

Point U-7 U-8 U-9 U-10 U-11 U-12 

Combined Stress(MPa) 6.8 -3.6 7.7 -6.5 13.6 -12.5 

Point L-1 L-2 L-3 L-4 L-5 L-6 

Combined Stress(MPa) -2.8 0.6 0.1 -1.5 1.0 -2.8 

Point L-7 L-8 L-9 L-10 L-11 L-12 

Combined Stress(MPa) 2.1 -2.0 0.8 -2.5 -0.4 -1.2 

 

Table 11 Displacement of burner boom for operating 

condition(applied windload) 

Direction X Y Z 

Max. Deformation(mm) -1.2 16.5 -0.6 

 

Table 12 및 Table 13에 풍하중이 작용하였을 경우 Survival 

상태에서 Burner boom의 응력 및 처짐을 나타내었다. y방향의 

처짐이 10.2mm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그 수치는 

Operating상태보다 상당히 적게 발생하였다. 이는 

Survival상태에서 Burner boom의 전반적인 거동이 Sea 

fastening의 영향으로 캔틸레버 형식에서 내민보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최대응력 및 최소응력은 U-11에서 12.6Mpa, 

L-4에서 -14.0Mpa 각각 발생되었다. 

 

Table 12 Combined stress of burner boom for survival 

condition(applied windload) 

Point U-1 U-2 U-3 U-4 U-5 U-6 

Combined Stress(MPa) 4.7 4.8 4.9 -1.5 7.4 0.3 

Point U-7 U-8 U-9 U-10 U-11 U-12 

Combined Stress(MPa) 7.3 -1.8 5.5 -3.6 12.6 -9.5 

Point L-1 L-2 L-3 L-4 L-5 L-6 

Combined Stress(MPa) -13.8 0 0 -14.0 -8.3 -4.6 

Point L-7 L-8 L-9 L-10 L-11 L-12 

Combined Stress(MPa) -4.3 -1.3 -2.2 -0.7 -0.9 -0.7 

 

Table 13 Displacement of burner boom for survival 

condition(applied windload) 

Direction X Y Z 

Max. Deformation(mm) -0.6 10.2 3.8 

 

3.3 파랑하중에 따른 Burner Boom의 거동특성 

Table 14 및 Table 15에 파랑하중이 작용하였을 경우 

Operating상태에서 Burner boom의 응력 및 처짐을 나타내었다. 

y방향의 처짐이 -12.2mm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최대응력 

및 최소응력은 U-12에서 14.7Mpa, U-11에서 -4.5Mpa 각각 

발생되었다. 

 

Table 14 Combined stress of burner boom for 

operating condition(applied wave induced load) 

Point U-1 U-2 U-3 U-4 U-5 U-6 

Combined Stress(MPa) 1.1 2.0 0.9 1.2 1.3 3.9 

Point U-7 U-8 U-9 U-10 U-11 U-12 

Combined Stress(MPa) 1.1 4.6 -1.6 9.9 -4.5 14.7 

Point L-1 L-2 L-3 L-4 L-5 L-6 

Combined Stress(MPa) -1.3 -2.8 -0.8 -1.0 -1.9 -2.0 

Point L-7 L-8 L-9 L-10 L-11 L-12 

Combined Stress(MPa) -3.6 -2.3 -3.5 -4.0 -2.6 -3.3 



 

Table 15 Displacement of burner boom for operating 

condition(applied wave induced load) 

Direction X Y Z 

Max. Deformation(mm) 0.7 -12.2 -2.4 

 

Table 16 및 Table 17에 파랑하중이 작용하였을 경우 

Survival 상태에서 Burner boom의 응력 및 처짐을 나타내었다. 

y방향의 처짐이 -1.6mm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최대응력 및 

최소응력은 U-12에서 5.1Mpa, L-4에서 -4.9Mpa 각각 

발생되었다.  

 

Table 16 Combined stress of burner boom for survival 

condition(applied wave induced load) 

Point U-1 U-2 U-3 U-4 U-5 U-6 

Combined Stress(MPa) 1.1 2.6 1.2 0.9 1.5 -0.6 

Point U-7 U-8 U-9 U-10 U-11 U-12 

Combined Stress(MPa) 2.1 -0.2 0.6 2.0 -0.3 5.1 

Point L-1 L-2 L-3 L-4 L-5 L-6 

Combined Stress(MPa) -1.3 -4.0 -1.3 -4.9 -1.1 -2.5 

Point L-7 L-8 L-9 L-10 L-11 L-12 

Combined Stress(MPa) 0.6 -1.0 -0.3 -2.4 -1.8 -3.3 

 

Table 17 Displacement of burner boom for survival 

condition(applied wave induced load) 

Direction X Y Z 

Max. Deformation(mm) 0.2 -1.6 -1.2 

 

이 절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Survival 상태의 

Acceleration수치가 크지만, 반대로 Survival 상태의 응력 및 

처짐값은 Operating 상태보다 현저히 작게 발생되었다. 이는 

Burner boom의 전반적인 거동이 캔틸레버 형식에서 내민보 

형식으로 바뀌면서 파랑에 대한 구조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3.4 온도하중에 따른 Burner Boom의 거동특성 

Table 18 및 Table 19에 온도하중이 작용하였을 경우 

Operating상태에서 Burner boom의 응력 및 처짐을 나타내었다. 

Burner head에서 발생되는 고열원의 영향으로 x방향의 변위가 

-44.6mm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최대응력 및 최소응력은 

U-4에서 7.1Mpa, L-11에서 -15.2Mpa 각각 발생되었다.  

 

Table 18 Combined stress of burner boom for 

operating condition(applied thermal load) 

Point U-1 U-2 U-3 U-4 U-5 U-6 

Combined Stress(MPa) 0.1 0.1 0.9 7.1 5.8 0.9 

Point U-7 U-8 U-9 U-10 U-11 U-12 

Combined Stress(MPa) 1.2 2.8 2.5 3.5 3.8 2.8 

Point L-1 L-2 L-3 L-4 L-5 L-6 

Combined Stress(MPa) -0.1 -0.3 -1.3 -0.9 -3.4 -1.9 

Point L-7 L-8 L-9 L-10 L-11 L-12 

Combined Stress(MPa) -9.7 -7.0 -12.1 -8.1 -15.2 -14.8 

 

Table 19 Displacement of burner boom for operating 

condition(applied thermal) 

Direction X Y Z 

Max. Deformation(mm) -44.6 -3.8 15.0 

 

3.5 Load case에 따른 Burner Boom 연결부의 응력범위 

Table 5의 Load case를 적용하여 Table 20 및 Table 21에 

Burner boom의 응력 및 응력범위를 나타내었다. Operating 

상태에서는 Upper beam U-11, U-12에서 50Mpa이상의 

응력범위가 발생되었고 Lower beam에서는 전체적으로 

10MPa보다 적은 응력범위가 발생되었다.  Survival 상태에서는 

Upper beam U-12에서 30Mpa이상의 응력범위가 발생되었고 

Lower beam에서는 전체적으로 20Mpa보다 적은 응력범위가 

발생되었다. 이로써 Operating 상태의 Burner boom이 더 

피로에 취약하며, Upper beam이 Lower beam보다 더 피로에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Table 20 Stress range of connection part for operating condition due to case 

(a) Upper beam 

U-1 U-2 U-3 U-4 U-5 U-6 U-7 U-8 U-9 U-10 U-11 U-12 

Case a 34.7 62.1 19.7 19.3 26.5 24.6 49 22 31.8 22.5 30.3 24.8 

Case b 37.3 62.9 21.2 19.1 31.6 22.9 61.3 18.5 48 14 57.5 3.9 

Case c 36.7 64.7 20.9 20.1 29 27 52.6 24.3 33.8 25.9 30.4 30.2 

Case d 37.5 64.3. 21.1 18.9 31.3 22.4 60.7 18 47.4 13.3 56.4 2.7 

Case e 34 62.1 19.2 21.4 23.3 31.8 38.7 29.2 18.2 35.3 5.7 50.4 

Case f 37 63.9 20.7 21.2 28.3 29.3 51.1 25.6 34.4 26.8 33 29.5 



Case g 36.1 64.7 20.3 22.2 25.5 34.1 42.5 31.5 20.2 39.3 5.9 55.8 

Case h 36.1 64 20.4 21 27.7 28.9 50.3 25.2 33.8 26.1 31.9 28.3 

Max. 37.5 64.7 21.2 22.2 31.6 34.1 61.3 31.5 48 39.3 57.5 55.8 

Min. 34 62.1 19.2 18.9 23.3 22.4 38.7 18 18.2 13.3 5.7 2.7 

Stress range 3.5 2.6 2 3.3 8.3 11.7 22.6 13.5 29.8 26 51.8 53.1 

 

(b) Lower beam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L-11 L-12 

Case a -38.3 -58.2 -10.4 -21.4 -16.8 -36.8 -39.6 -35.6 -45.6 -20.4 -32.8 -37.4 

Case b -42 -60.9 -10.3 -24.4 -16.9 -42.4 -39.5 -40.1 -47.7 -23.3 -36.7 -41.8 

Case c -40.8 -62.1 -11.1 -23.3 -18.7 -40.6 -43.2 -39.3 -50.1 -23.9 -35.8 -40.1 

Case d -42.1 -61 -10.4 -24.4 -17.2 -42.8 -39.9 -40.3 -48.5 -23.7 -37.2 -42.2 

Case e -36.6 -61.2 -11.8 -19.6 -20.3 -33.3 -44.8 -33.4 -49.4 -23.3 -32 -35.1 

Case f -39.5 -62.1 -11.7 -22.4 -19.8 -38.9 -44.7 -37.8 -51.6 -22.5 -35.9 -39.5 

Case g -38.8 -64.5 -12.5 -21.3 -22.2 -37.1 -48.4 -37 -53.9 -26.2 -35 -37.8 

Case h -40.1 -62.9 -11.8 -22.3 -20 -39 -45.1 -38 -52.3 -22.9 -36.4 -39.9 

Max. -36.6 -58.2 -10.3 -19.6 -16.8 -33.3 -39.5 -33.4 -45.6 -20.4 -32 -35.1 

Min. -42.1 -64.5 -12.5 -24.4 -22.2 -42.8 -48.4 -40.3 -53.9 -26.2 -37.2 -42.2 

Stress range 5.5 6.3 2.2 4.8 5.4 9.5 8.9 6.9 8.3 5.8 5.2 7.1 

 

Table 21 Stress range of connection part for survival condition due to case 

(a) Upper beam 

U-1 U-2 U-3 U-4 U-5 U-6 U-7 U-8 U-9 U-10 U-11 U-12 

Case a 37.2 61.3 20.9 10.3 16.3 8.6 6.6 2.4 10.8 2.4 18.2 1.5 

Case b 37.7 61.7 21.2 10.7 16.9 9.1 7 2.9 11.5 3.1 19.6 3.3 

Case c 38.5 60.3 20.7 10.3 18.2 10.2 6.9 2.9 11.7 0.4 23 -3.6 

Case d 38.7 60.7 21 10.6 18.6 10.7 7.7 3.3 12.4 1.5 24.4 -1.9 

Case e 32.7 65.5 21.2 13.5 16.7 8.9 15 6.1 5.9 13.4 1 27 

Case f 33 66.3 21.4 13.7 17 9.5 15.6 6.6 6.7 14.2 2.4 28.9 

Case g 33.7 64.7 20.9 12.9 13.8 10.5 10.4 6.5 6.8 11.1 5.8 19 

Case h 34.2 64.5 21.1 13.1 14.2 11 11 7 7.6 11.8 7.1 16.3 

Max. 38.7 66.3 21.4 13.7 18.6 11 15.6 7 12.4 14.2 24.4 28.9 

Min. 32.7 60.3 20.7 10.3 13.8 8.6 6.6 2.4 5.9 0.4 1 -3.6 

Stress range 6 6 0.7 3.4 4.8 2.4 9 4.6 6.5 13.8 23.4 32.5 

 

(b) Lower beam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L-11 L-12 

Case a -43.3 -52.7 -11.7 -20 -36.9 -8.7 -8.4 -5.3 -6.3 -10.7 -8.2 -12.6 

Case b -43.5 -53.1 -11.5 -19.8 -36.4 -8 -7.9 -5 -5.5 -11.2 -7.5 -11.6 

Case c -45.7 -50.9 -11.6 -17.8 -41.3 -8.2 -12 -4.9 -7.6 -10.5 -8.5 -12.6 



Case d -45.9 -50.8 -11.4 -17.8 -40.9 -7.9 -11.5 -4.5 -6.8 -11 -7.8 -11.6 

Case e -28.8 -66.6 -14.8 -37.6 -20.5 -16.7 -5.1 -4.9 -3.4 -9.3 -8.6 -12.1 

Case f -28.8 -66.6 -14.7 -37.3 -20.1 -16 -4.4 -4.3 -2.6 -9.9 -8 -11 

Case g -31.4 -64.4 -13.1 -33.2 -24.9 -12 -6.6 -3.6 -4.7 -9.1 -9 -12 

Case h -31.2 -63.9 -13 -32.9 -24.5 -11.3 -5.9 -3 -3.9 -9.7 -8.3 -11 

Max -28.8 -50.8 -11.4 -17.8 -20.1 -7.9 -4.4 -3 -2.6 -9.1 -7.5 -11 

Min -45.9 -66.6 -14.8 -37.6 -41.3 -16.7 -12 -5.3 -7.6 -11.2 -9 -12.6 

Stress range 17.1 15.8 3.4 19.8 21.2 8.8 7.6 2.3 5 2.1 1.5 1.6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정적구조해석을 통하여 Drilling ship용 

Burner boom을 대상으로 환경적 하중에 따른 거동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urner boom은 Operating 상태보다 Survival 

상태에서 환경적 하중에 대한 응력 및 처짐값은 적게 

산출되었다. 이로써 Burner boom은 Operating 

상태의 캔틸레버 형식보다 Survival 상태의 내민보 

형식의 구조안정성이 더 높게 평가된다.  

2) Burner head에서 발생되는 고열원의 영향으로 

Burnboom은 x방향 -44.6mm, z방향 15.0mm의 큰 

변위가 발생되었다. 

3) 바람 및 파랑의 방향을 고려한 8가지 Load case에 

따라 Burner boom의 응력을 분석한 결과, 

Operating상태에서 50MPa이상의 응력범위가 

산출되었고 이는 피로균열에 원인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4) Burner boom의 Upper beam이 Lower beam보다 

전반적으로 응력범위가 넓었으며 피로에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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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응력 해석을 고려한 LNG-FSRU의 Regas. Units Platform 설계 
이진원, 이상우, 박경열, 권용우, 오석진, 김영민(대우조선해양㈜) 

 

요 약 

 

LNG FSRU는 Cargo hold에 저장된 LNG를 재기화하여 Natural gas 를 공급하기 위한 선박으로 재기화 장비를 탑재한다. 극저온의 

LNG를 다루는 재기화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Regas. units platform에 장비를 탑재하며, 재기화 장비의 오작동이나 노즐과의 

연결 부에서 과다 하중이 발생해 LNG가 누출 될 경우를 대비하여 누출된 LNG를 Regas. units platform 상에 설치 된 Recess 

well에 임시 저장하게 된다. 이때, 임시 저장 된 극저온의 LNG는 Recess well 주변 구조에 온도 전이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온도 

구배로 인해 구조물에 열하중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시 저장 된 극저온의 LNG에 의해 발생하는 Recess well 주변의 온도 분포와 이에 따라 유발되는 열하중을 

고려한 Regas. units platform 설계를 소개 하고자 한다.  

상용 프로그램인 Patran/Nastran을 이용하여 온도 분포 해석과 열응력을 포함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Keywords: LNG(Liquefied Natural Gas)-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Thermal Stress 

Analysis, Regas.(Re-gasification) Units Platform, Recess Well 

 

1. 서 론 

 

고유가로 인해 천연 가스 생산이 활발해 지면서 LNG 

운반선은 물론 LNG 생산 및 재기화 선박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LNG-FSRU는 LNG를 저장 및 재기화 하여 

공급하기 위한 선박으로, 재기화와 관련된 장비로 Boil off 

gas를 처리하는 장비인 Suction drum과 Suction drum에서 

공급받은 LNG를 가압하여 Vaporizer로 전달하는 H.P Pump, 

그리고 해수를 이용한 열교환 System을 통해 LNG를 

기화시키는 Vaporizer를 탑재한다. 극저온의 LNG를 다루는 

위 장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H.P Pump와 Vaporizer를 

탑재하기 위해 Fig.1과 같은 Regas. units platform을 Main 

deck 상부에 설치하게 된다.  

이때 Vaporizer와 노즐이 연결 되는 부분에서 극저온 

LNG의 누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누출 양이 적기 때문에 

누출 된 LNG를 Platform에 떨어뜨려 자연 기화 시킨다.   

그리고 Suction drum과 H.P Pump의 오작동이나 

노즐과의 연결 부에서 과압에 의해 누출된 극저온의 LNG가 

선체에 떨어질 경우, 선체에 심각한 손상이 유발 되기 

때문에 누출 된 LNG를 Recess well에 임시적으로 저장한 뒤 

자연 기화 시키게 된다.   

즉, 이를 고려하여 Platform의 Plate 재질을 결정한다. 

 

 

 

 

 

Fig. 1 Iso View of Regas. Units Platform 

 

Fig. 2 Iso View of Reces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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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ss well에 임시 저장 된 극저온의 LNG는 Recess 

well과 그 주변에 열 전도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고, 구조물에 

발생한 온도 차로 인해 Recess well과 Regas. units 

platform에는 열하중이 작용하게 된다. 특히, Recess well과 

Regas. units platform 연결 부에서 온도 구배 구간이 형성 

되어 구조 손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도 분포 해석을 통해 열전도 범위를 파악하여 

온도에 따른 적절한 Material을 결정하는 방법과 열응력을 

포함한 구조 해석을 통해 Recess well 주변의 Regas. units 

platform 설계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온도 분포 해석과 열응력을 포함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상용 프로그램인 Patran/Nastran가 사용되었다. 

 

2. 온도 분포 해석  

 

2.1 해석 수행 조건 

 

Trunk deck 상부에 위치한 Suction drum과 Regas. units 

platform에 위치한 H.P Pump에서 누출 된 LNG가 Recess 

well에 임시 저장 된 상황을 가정하여 Regas. units platform 

과 Recess well의 온도 분포 해석을 수행 하였다.  

 

 

2.2 Modeling 

 

온도 분포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해석 모델은 Fig.3과 

같다. 요소 크기는 일반적으로 Longi. space를 사용 했으며, 

보다 자세한 온도 분포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 Recess 

well과 그 주변의 요소는 200~300mm로 하였다. 

 

 
Fig. 3 Model Extent for Analysis 

 

2.3 Real Property 

 

Fig.4와 같이 Regas. units platform은 Stainless steel 

zone과 Normal steel zone으로 나누어 지며, Stainless 

steel로 이루어진 Coaming을 Platform 상부에 설치 하여 

Platform 상부로 누출 된 LNG가 Normal steel zone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한다. 

 

 
 

Fig.4 Material Zones for Regas. Units Platform 

 

 

 

온도 분포 해석 시 열전도(Conduction)를 구현하기 위해 

재료의 열전도계수(Conductivity coefficient)가 정의 되어야 

한다. 본 온도 분포 해석에서 사용한 각 재료의 열전도계수 

(Conductivity coefficient)는 Table 1 및 Fig.5와 같다. 

 

Table 1 Conductivity Coefficient 

 Stainless steel Steel 

Conductivity coefficient λ = F(T) (Fig.5) 0.0605 (W/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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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Conductivity Coefficient for Stainless Steel 

 

2.4 Boundary Condition 

 

온도 분포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Boundary temperature 

는 IGC Code(Air temperature of 5℃, with primary insulation 

damaged condition)를 사용한 Cargo hold 온도 분포 해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Recess well 

Normal Zone SUS Zone 



 

 

Fig. 6 Boundary Temperature at Air Temperature of 5℃ with 

Primary Insulation damaged 

 

 

 

2.5 Loading Condition 

 

일반적으로 온도 분포 해석을 위한 하중 조건은 

열전도(Conduction)와 대류(Convection), 복사(Radiation)를 

고려해야 한다. 이 중 열전도(Conduction)는 앞의 Real 

property에서 설명하였으며, 복사(Radiation)는 영향이 미미 

하므로 무시하였다. 

그리고 대류(Convection)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류 

계수(Convection coefficient)가 정의 되어야 한다. 대류 

계수(Convection coefficient)는 유체의 유동 형태와 물리적 

성질, Convection의 종류, 그리고 구조물의 형상에 의해 

정의 된다. 본 온도 분포 해석에서는 Table 2와 같이 

GTT에서 제공한 대류 계수(Convection coefficient)를 사용 

하였다.  

예를 들어, 주변 대기가 Internal air(Downwards flow)인 

경우와 주변 대기가 5 knots로 대류 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주변 대기가 5 knots로 대류 할 경우 단위 면적 당 1℃ 상승 

시 이동하는 에너지량이 약 4배 많다.  

두 경우의 비교를 위해, 대류 계수(Convection 

coefficient) 를 다르게 하여 하중 조건을 적용 하였다. 

 

Table 2 Convection Coefficient Provided by GTT 

Condition Convection Coefficient 

External Air with 5 knots  

speed 
16.27 W/m

2 
℃ 

Internal Air(upwards 

flow)
1)
 

4.65 W/m
2 

℃ 

Internal Air(Downwards  

flow)
 2)

 
3.37 W/m

2 
℃ 

External Seawater 139.5 W/m
2 

℃ 

1)                        2) 

     

 

 

이후 열응력을 포함한 구조 해석 시 Recess well의 

Stepped area와 Recess well과 Regas. units platform의 

연결 구조에 대한 강도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Recess well에 LNG가 55% 저장 될 경우 Recess 

well의 Stepped area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 되고, Recess 

well에 100% 저장 될 경우 Recess well과 Regas. units 

platform의 연결 구조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온도 분포 해석의 Load case를 

Table 3과 같이 적용하였다.  

 

Table 3 Load Cases for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Filling ratio of LNG 

in recess well (%) 

Convection  

coefficient (W/m
2
 ℃)

Load case 1 100 16.27 

Load case 2 100 3.37 

Load case 3 55 16.27 

 

2.6 온도 분포 해석 결과 

 

온도 분포 해석 결과, Recess well 주변에서 온도 구배가 

형성되는 구간이 대류 계수(Convection coefficient)에 의해 

달라 짐을 알 수 있었다. Load case1에서 온도 구배 형성 

구간은 200mm가 되었으며, Load case2의 온도 구배 형성 

구간은 480mm가 되었다. 또한 Load case3에서 Recess 

Well의 Vertical stiffener주변에서 전도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온도 구배 구간이 상대적으로 보다 길게 형성 되었다. 

온도 분포 해석 결과는 해당 Model의 구조 해석 시 

열하중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 된다.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Result in Load Case 

1 

 

 

 

Fig.8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Result in Load Case 

2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Result in Load Case 

3 

 

3. 열응력을 포함한 구조 해석 

 

3.1 해석 수행 조건 

 

Regas. units platform의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장비 

Weight 및 Acceleration, Green sea에 의한 충격 하중 

그리고 앞서 온도 분포 해석을 통해 구한 열하중을 

고려하였다. 

 

3.2 Modeling 

 

온도 분포 해석 결과를 열하중으로 변환하기 위해 온도 

분포 해석 모델을 구조 해석 모델로 사용하였으며, H.P 

Pump와 Vaporizer는 Beam 요소로 이상화 하였다.  

 

 

3.3 Real Property 

 

열응력을 포함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각 재료의 

열팽창 계수(Expansion coefficient)를 Table 4과 같이 

적용하였다. 

200mm from 

recess welll 

Longi’ 

FR127 

FR128 

480mm from 

recess welll 

Vertical  
Stiffener 

Vertical  

Stiffener

Recess well top 



 

Table 4 Expansion Coefficient 

 Stainless steel Steel 

Expansion coefficient α = f(T) (Fig.10) 1.17e-5 m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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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ansion Coefficient for Stainless Steel 

 

3.4 Boundary Condition 

 

Regas. units platform의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Boundary condition은 Fig.11 및 Table 5와 같이 

적용하였다. 

 

 
Fig. 11 Boundary Condition Applied on the Model 

 

 

 

Table 5 Boundary Condition 

Global 
Axis 

Position 
Translations Rotations 

Remark 
x y z Rx Ry Rz 

 In way of  

FR119 section 
1 0 0 0 1 1 

Where, 

0 : Free 

1 : 

Fixed 

In way of  

FR131 section 
1 0 0 0 1 1 

In way of  

center line 
0 1 0 1 0 1 

22200 mm 

above base line
0 0 1 0 0 0 

 

3.5 Loading Condition 

 

Loading condition은 크게 Seagoing condition과 

Operating condition으로 나누어 Table 6과 같이 적용하였다. 

Table 6의 Load case1~2는 Seagoing condition이며, 

Load case3~4는 Operating condition이다. 

 

Table 6 Load Cases for Structural Analysis 

 
Static 

load 
Acceleration 

Wave 

impact 

load 

Thermal 

load 

Load 

case 1 

Empty 

weight 

Upright ship 

condition 

On 

vaporizer 
- 

Load 

case 2 

Empty 

weight 

Inclined ship 

condition 

On 

vaporizer 
- 

Load 

case 3 

Operating 

weight 
- - 

Result of LC3 

in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Load 

case 4 

Operating 

weight 
- - 

Result of LC1 

in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Seagoing condition은 Regas. units platform에 탑재되는 

재기화 장비의 하부 구조 평가를 위해 고려되었다. 

 Seagoing condition에서는 H.P Pump와 Vaporizer의 

Empty weight와 Acceleration, 그리고 Vaporizer에 작용하는 

Wave impact load를 적용하였으며, Acceleration 및 Wave 

impact load는 선급 Rule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Operating condition은 Recess well 및 Recess well 주변 

구조의 평가를 위해 고려되었다. 

Operating condition에서는 LNG와 Sea water weight를 

포함한 H.P Pump와 Vaporizer의 Operating weight와 온도 

분포 해석 결과를 통해 정의한 열하중을 적용하였으며, 

Recess well에 LNG가 55% 저장 된 경우와 100% 저장 된 

경우를 나누어 열응력을 포함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3.6 Strength Criteria 

 

Strength criteria는 선급 Rule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 Equivalent stress : 219/k [N/mm
2
] 

- Shear stress : 110/k [N/mm
2
] 

- Material factor k for stainless steel: 1.06 for 316L 

 



Table 7 Permissible stress 

 Equivalent Stress Shear Stress 

Mild Steel 219 N/mm
2
 110 N/mm

2
 

SUS 316L 205 N/mm
2
 103 N/mm

2
 

 

3.7 열응력을 포함한 구조 해석 결과 

 

Fig.12와 같이 Load case1에서 발생한 Max. equivalent 

stress는 101N/m
2
로 재기화 장비 하부 구조가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12 Equivalent Stress And Deformation for Load Case 

1 

 

Fig.13과 같이 Load case2에서 발생한 Max. equivalent 

stress는 104N/m
2
로 재기화 장비 하부 구조가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13 Equivalent Stress And Deformation for Load Case 

2 

 

Fig.14와 같이 Load case3인 Recess well에 LNG가 55% 

저장 되었을 경우 Recess well에 발생한 Max. equivalent 

stress는 199N/m
2
로 LNG의 자유 표면 부에서 나타났으며, 

Recess well의 Stepped area의 최대 응력은 134N/m
2
로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었다.  

 

 



 

Fig. 14 Equivalent Stress And Deformation for Load Case 3 

 

Load case4인 Recess well에 LNG가 100% 저장 되었을 

경우, Fig.15와 같이 Recess well이 크게 수축하여 Recess 

Well과 Regas. units platform의 연결 부 주변에서 Max. 

equivalent stress는 414Mpa로 과다 응력이 나타났다. 

 

 

 

Fig. 15 Equivalent Stress And Deformation for Load case 4 

 

4. Regas. Units Platform 설계 

 

앞서 수행한 온도 분포 해석 결과, Recess Well 주변에서 

온도 구배가 형성되는 구간은 Recess Well로부터 200mm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H.P Pump로부터 LNG가 

Spread되어 Platform에서 취성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H.P Pump가 배치된 범위 내의 Platform 

Plate는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였으며, Platform 상부로 

400mm, 하부로 400mm까지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였다. 

Recess well은 극저온의 LNG를 임시 저장하므로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Recess Well에 LNG가 100% 저장 되었을 때, Recess 

well과 Regas. units platform의 연결 부에서 발생한 과대 

응력을 해소하기 위해 Recess well을 Regas. units 

platform에 용접하지 않고 Deformation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Fig.16과 같은 Slide type recess well을 

적용하였다. 

 

 

Fig. 16 Recess Well Detail (Pat. No. : 1007797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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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응력법을 이용한 토우그라인딩의 적합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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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Toe Grinding Details by Local Stress Approaches
Gwang-Youn.Choi(Lloyd's Register Asia)

Park-Dal-Chi Yang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fatigue life improvement by toe grinding and to estimate fatigue effective stress using

notch stress approach on a variety of toe grinding shapes on cruciform joints. Toe grinding is one method to improve
the fatigue life and has been used in ship building and the offshore industry as an efficient method after fabrication. 
Toe grinding details were decided by FE analyses and then 3 cases grinding applied to CF model(Unloading case). 
The fatigue test for the joint was carried out on both conditions in order to compare toe grinding with as welded 
condition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fatigue life improvement after applying toe grinding. 
Keywords : Toe  grinding  (토우 그라인딩),  Fatigue  life  improvement  (피로 수명 개선)  ,Fatigue(피로),  Fatigue  Improvement  Technique(피로 개선 기

술)

1. 서론
선박의 일반적인 품질은 우수한 설계, 개선된 건조작업 절차 

와 아울러 효과적인 선박관리의 모니터링에서 좌우된다. 특히 선
박이 운항하는 전 수명 동안에 피로 강도의 개선을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는 피로 디자인 평가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중
선체 유조선 공통구조 규칙(IACS, 2010)에서는 구조 상세부의 
분류, 소프트 토우 및 이면 브래킷을 갖는 설계 그리고 웨브 보
강재가 생략된 경우의 컷 아웃에 대한 설계 규정에서 피로디자인 
평가의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다. 또한 건조관리 절차를 통하여, 
선박의 중요 위치별 배치와 갭 및 브래킷 용접부의 토우 높이 등
의 허용치를 규정하고, 건조관리 위치의 관리 및 기록을 통해 작
업자의 워크맨 쉽 및 작업 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선박이 건조되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우수한 상세 설계를 통
한 피로 수명 향상과 더불어 조립 단계에서 적용되는 피로 개선 
기술의 적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양한 피로 개선 기
술 방법은 크게 용접 형상 개선법과 잔류응력법으로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용접 토우부의 형상 개선 및 결함 
제거를 통해 응력 집중을 감소 시켜 피로 수명을 개선하는 방법
으로 토우부의 그라인딩이나 드레싱(dressing)방법이 여기에 속
한다. 후자는 크랙이 시작될 수 있는 부분에 잔류응력을 완화하
고 압축력을 가하여 피로 수명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용접부 피
닝(Peening)등에 의한 잔류응력 완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피로수명의 향상은 많은 연구자에 의한 실험 결과에 의해 확인된 
바 있으나 정량적인 개선효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그를 검증
하기 위한 실험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DnV-RP-C203(DnV., 2010)의 자료에서는 프로파일
링(Weld profiling)에 의한 개선 효과를 핫 스팟 응력의 산정에 반
영하거나, 토우 그라인딩, 티그 드레싱(tig dressing)과 햄머 피닝
(hammer peening)에 의한 효과를 피로 수명의 향상 계수로서 고
려하고 있다. 토우 그라인딩에 대해서는 토우부의 개선 깊이를 
0.5mm보다 크게 하고 2mm이내(판 두께의 7% 이내)로 제한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 형상에 대해서는 추
가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토우 그라인딩의 개선 형상에 따른 피로 수명에 변화를 
검토하여 적합한 토우 그라인딩 형상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강판의 용접구조를 대상으로 토우 그라인딩의 형상 변화에 
따른 유효피로응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치응력법의 면적법을 
적용하였고, 피로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였다. 

 
2. 노치 응력법에 의한 유효피로응력
용접연결부 토우에서는 응력집중부와 같이 균열 발생이 

노치와 유사한 거동을 한다. 노치부에서 탄성응력분포 해석
은 용접 토우부에 접근할수록 증가한다. 노치 응력법에서의 
피로 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응력은 최대 응력보다는 작
은 크기인 유효피로응력, 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노치피
로계수에 의해 식(1)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기서 은 공칭응력의 진폭이다. 는 노치피로계수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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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치 응력과 균열 발생에 관련되는 재질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
다. 용접부에 대한 유효피로응력 는 최대응력점 주위의 응력
장에 대한 평균응력으로 이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들 중 임계거리법은 응력 집중의 정점으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위치에 대한 탄성 주응력을 참고로 유효응력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반경 내의 면적에 대한 평균응력을 사용하는 면적법
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Taylor et al.(2002)이 제안한 임계거
리 의 값을 재료의 균열 발생조건인 응력확대계수의 한계치
와 재료의 피로한도로 표시한 다음 식을 사용한다.
  

 
 



                                   (2) 
이 식에 의한 임계거리은 노치의 형상과는 무관한 재료의 

특성치이다. Bellet et al.(2005)이 제안한 면적법을 수정하여 
Yang & Park(2009)은 균열 전단부의 탄성 응력장과 균열 발생
조건을 결합하여 균열 전단부 반구 체적내의 평균응력을 노치부
의 유효피로응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개념을 2
차원 균열에 적용하여 균열 전단부원의 임계반경을 로 표시하
면 다음과 같다. 

  
 



                                  (3)
임계거리를 나타내는 식(2)와 임계 반경을 나타내는 식(3)을 

비교하면 임계반경  와 임계거리의 관계 즉   
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실험 모델과 응력해석
3.1 실험 모델

본 연구에서는 연강판의 용접연결부에 대해 유한 요소 해석과 
면적법을 적용하여 토우 그라인딩의 폭, 깊이에 따른 유효피로 
응력의 결과를 계산 하였고, 그 결과를 용접부의 피로개선가술 
방법 중에 하나인 토우 그라인딩을 십자형 연결부의 토우에 적용
하여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과 용접 그대로(as welded) 상태의 

      Fig.1 Geometry of the specimens (CF models)

시편과의 피로 수명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십자형 연결부 실험 모델은 Fig. 1에서 보

인 것과 같이 연강판을 사용하고 횡 보강판이 양면에 부착된 연
결부(CF모델)이며 판 두께는 10mm이다. 

피로시험은 용접 그대로 시편 과 토우 그라인딩이 적용된 시
편에 대하여 하중속도 10 Hz, 하중비는 R=0로 수행하였다.

 
3.2 응력해석

토우 그라인딩의 형상 변화에 따른 피로강도의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면적법을 사용하여 유효피로 응력을 구
하였다. 이를 위한 응력해석은 MSC/NASTRAN을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응력해석에 사용되는 모델은 실험에 이용된 실제 십자형 
연결 시편에 1/4 부분을 Fig. 2 와 Fig. 3과 같이 토우부 그라인
딩의 형상에 대하여 폭과 깊이를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용접 그대로 시편 모델에서는 Fig. 2처럼 최대 응력은 용접 토
우부에서 나타났으며, 그 값은 1 MPa의 공칭응력에 대하여 2.52 
MPa이다. 반면에 폭 8mm, 깊이 1mm의 그라인딩이 적용된 시편
에서의 모델은 Fig.3과 같이 용접 토우부가 아닌 그라인딩이 된 
부분에 최대 응력이 나타났으며 그 값은 1.63 MPa으로 감소된 
값이 구해졌다. 

Fig.4는 각 시편에 대해 실시한 응력해석의 최대응력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깊이와 폭의 변환에 따라 적용된 토우 그라인딩
에서 대부분은 용접 그대로 시편 보다 낮은 최대응력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면적법의 적용을 위하여 요소의 분할 정
도를 임계반경 보다 요소의 변의 크기를 작게 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Bellet et al.(2005)이 제시한 구조용 강의 임계거리
  를 고려하여 0.2mm로 하였다.

Fig.2 Result of Finite Element Analysis for as welded 
specimen

     



Fig.3 Result of Finite Element Analysis for toe grinding 
(b: 8mm, d:1mm)specimen

Fig.4 Result of the maximum stress for each toe grinding

Fig.5 Result of the effective stress by area method

면적법을 이용한 유효응력 계산 결과는 Fig. 5와 같이 그라인
더 깊이가 1mm이고, 폭이 10mm인 경우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
내었다. 그라인딩 폭과 깊이 작은 경우 즉 5mm와 0.5mm인 경우 
다른 조건에 비해 작은 유효응력을 가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

Type b(mm) d(mm) LegLength(mm)
Case 1 5 0.5 7,5 
Case 2 8 1 5 
Case 3 10 1 7,5 

Table 1. Condition of toe grinding 

  

3.3 토우 그라인딩 작업
응력해석 결과와 면적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

여, 실험시편에 적용하는 토우 그라인딩 조건을 Table 1과 같이 
결정하였다. 토우 그라인딩 기준은 이중 선체 유조선 공통 규칙
(IACS, 2010), LR Rule(2008)과 DnV-RP-C203(DnV., 2010)에
서 언급되어 있는 연마처리 기준과 같은 것으로 하였다. 이 기준
에 의하면 용접 토우에서, 모든 가시 언더컷(undercut)을 표면 
아래 최소한 0.5mm 이고, 그라인딩 깊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깊
이 2mm 이나 판 두께의 7%( LR rule은 판 두께의 5%)중 작은 
값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시편에 대한 토우 그라인딩 작업은 
Fig. 6에서 보인 것과 같은 셋 타입의 로터리 버(rotary burr)와 
전기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Fig.7 에서는 제작된 시편의 용접 그대로 시편 상태와 토우 그
라인딩이 적용된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라인딩의 깊이는 높
이 게이지와 각장 게이지를 이용하여 한 면에 대해 8곳을 계측하
였다. Table 2.는  그라인딩 후 측정한  깊이(d)에 평균값을 보여 
주고 있다.  

Fig.6 Picture of rotary ball shaped burr



a) As welded                 b) Toe Grinding
Fig.7 Picture of as welded and after toe grinding

Type d(mm) b(mm)
Case 1 0.32~0.56 5±0.5 
Case 2 0.88~ 1.14 8±0.5
Case 3 0.89~1.09 10±0.5

Table 2. Averaged value of toe grinding depth

(b) Leg Length : 5mm
Fig.8 Comparison of the fatigue life between as welded and toe grinding

 
5. 피로실험

피로실험은 3.1절에서 서술한 하중속도 10Hz, 하중비는 R=0
과 하중은 66.5, 70, 91kN로 수행하였다. 용접 그대로 시편과 
토우 그라인딩이 적용된 시편에 대한 피로실험 결과는 Fig. 8과 
같다. 토우 그라인딩이 적용된 시편의 피로수명은 같은 응력 구
간에서뿐만 아니라, 큰 응력구간에서도 용접 그대로 시편보다 긴 
피로수명을 보였다. 응력해석을 통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용접 
토우부의 형상 개선으로 응력 집중을 감소시켜 피로 수명이 개선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1) 적합한 토우 그라인딩의 형상을 구하기 위하여, 노치응력

법의 면적법을 적용하여 유효피로응력을 구하고, 그 값이 최소가 
되는 3개의 형상을 택하였다. 그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용접 그
대로 시편에 토우 그라인딩을 적용하였다. 

(2) 피로수명 향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피로실험을 수행하
였다. 용접 그대로 시편에 비해 토우 그라인딩이 적용된 시편은 
큰 응력 구간에서 피로수명은 약 4배, 낮은 응력구간, 즉 고 사
이클 영역에서는 약 7배가 증가되었음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
다.  

(3) 향후 다층 용접으로 인한 용접 비드 형상과 토우 그라인딩
작업이 피로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용접단부 개선처
리 작업 효과로 인한 피로수명 추정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
다. 

(a) Leg length : 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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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 강재의 CTOD와 J 적분에 관한 
소성 구속 계수 평가

문동현(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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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stic
plastic fracture mechanics (EPFM) is the domain of fracture analysis, which considers extensive plastic deformation ahead of 
crack tip prior fracture. The J integral an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CTOD) has been commonly used for EPFM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meters has been studied by industries and academia. The plastic constraint factor can
serve as a parameter to characterize constraint effects in fracture.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plastic constraint factor
are important in EPFM analysis. In this study, J Integral and CTOD were investigated considering a single edge notched bend
(SENB) specimens using three point bending. The specimens were fabricated by API 2W Gr.50, welded using 15kJ/cm of flux
cored arc welding (FCAW) and 45kJ/cm of submerged arc welding (SAW). An estimation of constraint factor was carried out 
with respect to heat input, temperature and heat affected zone (HAZ). 

Keywords : CTOD(균열선단개구변위), J integal(J 적분), Fracture toughness (파괴인성), Plastic constraint (소성구속)

1. 서 론
해양구조물 시장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해양구

조물은 시추, 생산, 정제, 하역, 주거 등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구조물로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자원 개발 영역이 기존의 연근해 지역
에서 심해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의 
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양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용접의 사용은 모재와는 기계
적, 화학적, 미세조직학적인 차이 등을 가지는 용접
부를 생성하여, 강도 및 인성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해치며 특히, 용접결함 등이 존
재하게 되면 파괴강도는 급격히 저하하게 되어 구조
물은 취성파괴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용접부 인성의 중요
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Lee & Kang 2001).

선형 탄성 파괴역학은 비선형 재료 변형이 균열선
단 부근의 작은 영역에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
효하다. 많은 재료에서 선형 탄성 파괴역학으로 파
괴거동을 특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파괴역

학 모델이 요구된다. 탄소성 파괴역학은 시간에 대
해서 독립적인 비선형거동(소성변형)을 나타내는 재
료에 적용된다. 탄소성 파괴역학의 두 매개변수로는 
CTO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와 J 적
분이 있다. CTOD와 J 적분은 탄·재료에서 균열선단 
조건을 묘사하고, 각각은 파괴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CTOD와 J 적분의 임계값은 균열선단 소성 
영역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도 크기에 종속적이 아
닌 파괴인성 값이다. CTOD와 J 적분은 적용에는 한
계가 있지만 이런 제한은 선형 탄성 파괴역학에 비
해 제한적 요소가 상당히 적다(Anderson 1995).잘 
알려진 탄소성 파괴역학의 매개변수들로는 J 적분과 
균열선단개구변위 (CTOD)가 있다. 두 가지 매개변
수들은 각각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수년에 걸쳐서 J 적분과 CTOD의를 비교하기 위
해 그리고 두 매개변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
구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J 적분과 CTOD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McMeeking 1977).

                                      (1)

여기서 는 항복강도, 는 균열선단개구변위이
며, m은 무차원 상수이며 소성구속계수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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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factor)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평면응력
에 대해서는 m=1 (Rice 1968), 평면변형률 상태에 
대해서 강소성체를 가정한 슬립선장의 해석 결과로
서 m=1.5,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결과로는 m=2 
(Dugdale 1960), 대 변형을 고려한 해석에서는 m = 
1.82~ 1.54 정도로 연구되고 있다 (McMeeking 
1977). 

ASTM E1280에서는 무차원 상수 m을 계산하는 
산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파괴인성시험을 
통해 J적분을 측정한 후에 소성 구속 계수 m을 이
용하여 CTOD를 산정한다. 그러나 용접부 특징과 파
괴인성시험 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험편
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한 구속계수 m값을 적용하
여 J 적분으로부터 균열선단개구변위를 구하는 것은 
실제 실험에서 계산되는 CTOD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용접부의 항복강도 및 열영향부 (HAZ) 등을 
고려한 구속계수 m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
료되며, ASTM E1820에서 제안한 산술적인 방법으
로 계산된 m값과 실제 파괴인성시험을 통해 측정된 
m값을 비교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피로균열이 삽입된 3점 굽힘 
SENB (Single Edge Notch Bending) 시험편으로 온
도에 따라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고 구속계수 m값
을 측정하여, ASTM E1820에서 제안한 산술적인 방
법으로 계산된 구속계수 m값과 비교하였다. 또한 온
도에 따른 m값의 차이와 용접부와 열영향부에서의 
m값을 분석하였다.

2. J적분과 균열선단개구변위
하중(F)-변위(V) 곡선으로부터 J적분은 다음과 같

이 계산 할 수 있다.

                                      (2)

탄성 성분 은 응력확대계수 (Stress Intensity 
Factor)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E는 탄성계수 (Elastic modulus)이며, 
는 푸아송 비 (Poisson’s ratio)이다.

소성 성분 은 하중(F)-변위(V) 선도의 소성영역
면적 를 구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 된다.

 

                              (4)

B는 시험편의 폭이며  는 시험편 폭과 피로
균열 (Pre-crack)을 측정하여 산정한다.

CTOD는 아래 식(5)와 같이 계산한다.

                                                   (5)

탄성성분 은 J 적분과 마찬가지로 응력확대계
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6)

   

                                    (7)

또한 소성성분 은 하중(F)-변위(V) 곡선에서 소
성 변위 를 구하여 식(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무차원 상수 m 계산식은 ASTM E1820에서 제시
하고 있으며, ASTM E 1820 기준은 파괴인성으로 
측정된 J 적분을 상수 m을 사용하여 CTOD로 변환
한다. 상수 m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8)

3. 시험 방법
본 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3점 굽힘 시험편으로 

API 2W Gr. 50 강재를 FCAW 용접법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시험 강재 및 Flux cored wire에 대한 
기계적 성질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험편은 두
께 80mm 판을 K형 Groove를 기계 가공하여 FCAW
로 용접하였으며,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기계적 성
질을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1에는 
용접 후의 매크로 단면을 나타내었으며 용접부, 
CGHAZ 및 SCHAZ에 기계적 노치를 삽입하였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y of base metal and filler metal
Section Tensile   strength Yield   strength

API 2W   Gr.50 517 MPa 504 MPa
Filler   metal 620 MPa 540 MPa

Table 2 The welding conditions
Groove shape Double-bevel

Welding process Flux   Cored Arc Welding
Heat input 15 KJ/cm

Current 292 A
Voltage 30.6 V
Speed 36.4 CPM

Table 2 The welding conditions
Section Tensile strength Yield strength

Weld metal 637 MPa 583 MPa

Fig. 1 Macrostructure of weld metal

Fig. 2 Measurement of COD
파괴인성시험에 앞서 예비피로균열을 삽입하기 위

해  응력비 0.1, 주파수 5Hz에서 피로시험을 수행하
였으며, 약 5mm까지 피로균열을 생성하였다. CTOD
시험은 BS7448을 기준으로 온도에 따라 수행하였
다. 시험 온도는 상온 ~ -60°c이며 메탄올과 액체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하였다. 시험장비
는 최대 하중 용량 500kN IST-8800 (INSTRON, 

UK)을 사용하였으며, CTOD값을 계산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COD Gauge (Gauge length: 10mm)를 시
험편에 부착하였다. 시험편 제작 및 시험 절차는 
BS7448 기준을 적용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3에 파괴인성 시험을 통해 측정된 CTOD와 J

적분으로부터 소성 구속 계수 m을 통해 변환된 
CTOD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가로축은 ASTM 
E1280 기준에 따라 J적분으로부터 변환된 CTOD이
며, 세로축은 파괴인성 실험을 통해 측정한 CTOD이
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상수 m을 사용하여 산
정된 CTOD는 실제 측정된 CTOD와 약 30%정도의 
차이를 가지며, 더 낮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3 The variation of CTOD (Experimental VS Converted)

Fig. 4 Effects of weld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stic constraint factor and temperatures



Fig. 5 Effects of CGHAZ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stic constraint factor and temperatures

Fig. 6 Effects of SCHAZ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stic constraint factor and temperatures

Fig. 4~6에는 용접부, CGHAZ, SCHAZ의 온도에 
따른 상수 m을 나타내었다. Fig. 4~6에 나타낸 것
과 같이 ASTM E18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속 계수 
m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지만, 실험적으로 구
한 m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크다. 즉, ASTM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속 계수 m 계산식은 온도의 영향
을 반영하지 못 한다.

또한 Fig. 7에는 측정된 파괴인성 결과를 바탕으
로 용접부, CGHAZ, SCHAZ의 소성 구속 계수를 비
교 하여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식(8)로 
주어진 구속 계수 m은 용접부, CGHAZ, SCHAZ 모
두 약 1.74정도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
나 실제 상수 m은 용접부 : 1.25, CGHAZ : 1.10, 
SCHAZ : 1.05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40%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식(8)로 계산된 상수 m은 온도, 용접 등
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Fig. 6 Effects of SCHAZ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stic constraint factor and temperature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피로균열이 삽입된 3점 굽힘 

SENB (Single Edge Notch Bending) 시험편으로 온
도에 따라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고 구속계수 m을 
구했으며, 온도,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 대해 ASTM 
E18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속 계수 m과 비교해보
았다.

1)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시험을 통해 측정된 
CTOD와 J적분으로부터 변환된 CTOD는 약 30%정
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J적분으로부터 변환
되는 CTOD는 구속 계수 m으로 인해 실제 CTOD와
는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2) 온도에 따라 용접부와 열영향부의 구속 계수 
m을 비교해본 결과, ASTM E1820에서 제시하고 있
는 상수 m 계산식은 온도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서 구속 계수 m을 비교 
해본 결과, 용접부에서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ASTM E1820에서 계산된 상수 m과는 최대 
40%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용접부 및 열영
향부의 CTOD를 계산 할 때는 ASTM E1820에서 제
안하고 있는 상수 m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한 파괴인성 값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후기

본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1-0016804)



참 고 문 헌
H. W. Lee, S. W. Kang, Fatigue Strength Depending on 

Position of Transverse Cracks in FCAW Process, Welding 
Journal, American Welding Society, 2001:80(6), pp. 
137~141

McMeeking R.M, "Finite deformation analysis of crack-tip 
opening inelastic-plastic materials and implications for 
fracture", Journal of Mechanics and Physical Solids, Vol. 
25-5, pp. 357~381, 1977

Dugdale D. S, "Yielding of steel sheets containing slits", 
Journal of Mechanics and Physical Solids, Vol. 8, pp. 
100~104, 1960

T.L. Anderson, 1995, Fracture mechanics, 2ndedition, CRC
ASTM, 2009, Standard Test Method for J-Integral 

Characterization Fracture Toughness, ASTM(E1820-09)
BS, 1991, Fracture Mechanics Toughness Tests. Method for 

Determination of  Critical CTOD and Critical  Values 
of Metallic Materials, BS7448 Part1 

Tesuya Tagawa, et al., “Comparison of CTOD standards  BS 
7448-Part 1 and revised ASTM E1290”, Engineering 
Fracture Mechanics Vol. 77, pp. 327-336, 2010



HATCH COVER의 강도 평가법에 대한 비교 연구 
경은진1, 허태욱1, 김봉주2 

 

A Study on Comparison of Performance Test Methods 

For Hatch Cover 

Kyoung Eun Jin1, Heo Tae Uk1, Bong Ju Kim2 

 

Abstract 

 

일반적으로 선박용 해치 커버는 선박의 안전 및 경제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에 안전한 설계 및 설치를 위하여, 

적절한 강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치 커버의 강도는 선급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되고 있고, 각 선급별로 독자적인 평가법을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해치 커버를 대상으로 각 선급의 기준에 따른 강도 평가법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선급별

강도 평가법에 관하여 국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평가법(DNV(노르웨이), LLOYD(영국), ABS(미국))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적절한 강도 평가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Keywords : Hatch Cover(해치커버), Strength Test(강도 평가) 

 

1. Introduction 

 

해치는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사람이 출입하기 위하여 

갑판에 열려 있는 구멍을 말한다. 해치의 크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되나, 선체의 강도 및 안전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크기로 한다. 이러한 해치를 덮는 해치 커버는 

신속하게 개폐가 가능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수밀이 

양호하게 제작되어 선박의 안전과 하역시간의 단축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해치 커버의 강도는 선급의 

규정에 따라 평가 될 수 있는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해치 

커버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평가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해치 커버를 

기준으로 각 선급별 강도 평가법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Research contents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해치 커버의 강도 

평가에 대한 비교 연구로, 3종류의 평가법을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DNV(노르웨이), LLOYD(영국) 그리고 ABS(미국) 

강도 평가법이다. 실제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치 커버의 

사양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였으며, 각 선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 평가법의 차이를 검토하고 비교하여 강도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3. Performance Test Methods 

 

각 선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 평가법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사양의 해치 커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적용된 

해치 커버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Hatch Cover 

Water Head 30 m 

Hatch Cover Area (bxh) 5600 x 5400 mm
2
 

Stiffener Area (lxs) 0.7 x 0.7 m
2
 

Plate Thickness 20 mm 

Material AH36 

 

3.1 Load Condition 

 

해치 커버에 작용되는 하중은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분석하였고, 수밀 해치 커버인 점을 고려하여 설계 

압력을 수두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적용된 압력 

하중은 다음 식으로 추정하여 적용되었다. 

 

Pd2 = ρ * g * z = 303 kN/m
2
 

 

각 선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치 커버 두께, 단면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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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허용 응력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으며 DNV, LLOYD 

그리고 ABS 순으로 정리하였다. 

 

3.1.1 Platting Thickness 

 

1. DNV 규정 

측면 압력을 받는 판의 두께는 tdnv 미만이지 않아야 한다. 

tdnv = 
16.5 * ka * s * √pd 

(mm) 
√δf * √kpp 

 

2. LLOYD 규정 

측면 압력을 받는 판의 두께는 tlloyd 미만이지 않아야 한다. 

tlloyd = 0.0048 * s * f1 * √hD* √k  (mm) 

 

3. ABS 규정 

해치 커버 상부 판의 두께는 최소한 tabs 이상이어야 한다. 

tabs = 15.8 * Fp * s 
√p 

(mm) 
√0.95 * √Y 

 

3.2 Section Modulus 

 

1. DNV 규정 

측면 압력을 받는 종단면, 빔, 프레임 그리고 다른 

보강재의 단면 계수는 Zdnv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Zdnv = 
l
2
 * s * p * 10

6
 

(cm
3
) 

km * δp2 * kps 

 

2. LLOYD 규정 

한 방향으로 설치된 패널 보강재와 모서리 보강재의 단면 

계수는 Zlloyd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Zlloyd = 0.0065 * s * k * hd * ls
2
 (cm

3
) 

 

3. ABS 규정 

해치 코밍의 상단 단면 계수 Zabs는 측면에서 갑판까지의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더한 코밍 높이로 관성 모멘트를 나누어 

구한다. 

 

3.3 Allowable Stress 

 

1. DNV 규정 

DNV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 장치에 허용되는 응력 

값은 아래와 같다. 

Normal stress, δdnv = 165 * f1 (N/mm
2
) 

Shear stress, τdnv = 110 * f1 (N/mm
2
) 

Equivalent Stress, δe(dnv)  = ( δ
2
 + 3τ

2
 )
1/2

 

= 200 * f1 (N/mm
2
) 

 

변환 계수 f1 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f1 = 
δf 

(mm) 
240 

 

2. LLOYD 규정 

LLOYD의 허용 응력은 다음과 같다. 

Bending stress, δlloyd = 147 / k (N/mm
2
) 

Shear stress, τlloyd = δ0 / √3 (N/mm
2
) 

Combined Stress, δc(lloyd) = 0.6 * δ0 (N/mm
2
) 

 

계수 k 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k = 235 / δ0 (Or 0.66, 더 큰 값을 사용) 

 

3. ABS 규정 

ABS 규정에 따르면 허용 응력은 아래의 응력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ending stress, δabs = 120 / Q (N/mm
2
) 

Shear stress, τabs = 80 / Q (N/mm
2
) 

Equivalent Stress, δe(abs) = 150 / Q (N/mm
2
) 

 

계수 Q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Q = 0.72 for H36 strength steel 

 

각 선급의 규정에 따라 구해진 허용 응력 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Allowable Stresses 

Stress Type 
Allowable Stress (N/mm

2
) 

DNV LLOYD ABS 

Normal Stress 244.06 222.73 166.67 

Shear Stress 162.71 204.97 111.12 

Equipvalent Stress 295.83 - 208.34 

Combined Stress - 213  

 

3.4 Simulation Analysis 

 

각 선급 별 강도 평가 비교를 위하여 적용된 해치 커버의 

사양으로 해치 커버를 모델링하여 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강도 평가와 수 계산을 통한 강도 평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강도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해석 프로그램으로는 ANSYS 

Ver.14 가 사용되었으며, 구조 해석에 사용된 모델링은 



아래와 같다. 

 

 

Fig.1 Modeling of Hatch Cover 

 

구조 해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Equivalent Stress 

Max. Stress : 117.73 MPa 

 
Fig.2 Result of Equivalent Stress 

 

2. Total Deformation 

Max. Deformation : 1.3548 mm 

 
Fig.3 Result of Total Deformation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해낸 최대 응력의 결과값과 

가장 엄격한 허용 응력 범위를 가지고 있는 ABS rule과 

비교하여 볼 때, 해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조 해석을 

진행하여도 수 계산에 상응하는 해석 값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하여 동일한 사양의 해치 커버의 강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급의 평가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해치 커버 두께, 단면 계수 그리고 허용 응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비교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선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 평가법에 필요한 계수 및 인자들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NV rule은 필요한 변수와 해치 커버 타입 별 기준이 

다양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 반면, LLOYD rule과 ABS 

rule에 비하여 허용 범위의 기준이 다른 두 선급에 비하여 큰 

편이었다. LLOYD rule은 수밀형 타입의 해치커버에 관한 

기준식만 정립되어 있었으며, ABS rule은 가장 허용 범위의 

기준이 엄격했으나 DNV rule처럼 해양플랜트에 관한 기준이 

따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선박용 해치 커버에 사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했다. 

또한,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과 수 계산을 통한 강도 

평가에 관한 허용 응력 결과값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면, 세 

선급 중 가장 혹독한 허용 범위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BS rule 범위에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 

계산을 통하여 허용 범위를 계산하고,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거동 및 경향을 파악하여 다시 한번 

허용 응력을 검증한다면 좀 더 정확한 강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각 선급 별 강도 평가법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적용하며,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좀 더 

신빙성 있는 강도 평가가 진행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많은 선급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해치 커버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물에 대한 평가법도 비교 연구한다면 강도 평가법 

정립 기준에 관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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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V의 구조 강도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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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SV Structural Strength
Kim Sung Chan(Inha Technical College), Kim Mi Young(Far East Ship Design & Engineering Co., Ltd.),

Kim Dae Heon(Korean Register) 

요 약

해양구조물의 설치 및 유정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PSV(Platform supply vessel)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SV에 대한 화물과 화물창 배치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조 특성을 파악하여 구
조 설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 실적선의 사전 수치해석을 통하여 구조설계의 검토 부위를 파악하
였고 선급에서 검토하는 구조해석 과정 및 충돌 강도를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Keywords : Platform supply vessel(PSV,해양지원선), Offshore supply vessel(OSV, 해양지원선), Structure analysis(구조해석) 

1. 서 론
PSV(Platform supply Vessel)의 주요 임무는 해양 구조물의 

설치부터 해양구조물에서 자원 생산 단계까지 각종 물자 수송뿐 
아니라 작업을 지원하는 선박으로 그 종류도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지원하는 해역 특성에 따라 많은 종류가 건조되고 있
다. PSV는 해양지원선(OSV, Offshore supply vessel)의 한 종류
이며 그 목적은 다양하게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형적인 
OSV의 운영 형태는 Fig.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항만기
지에서부터 해상 이동과 해양구조물에서의 물자보급 및 작업지

Fig.1 전형적인 OSV의 운용형태

원 등에 따라 추진 운영 형태가 변하며 순간적인 고출력의 기능
이 필요한 선박이다. 고유가로 인한 활발한 유정의 개발과 설치 
예정 중인 해양구조물의 설치 증가로 지원선인 OSV의 수요는 증
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에서도 연근해에서 심해로 점점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선령의 노후화로 
교체 및 친환경에 대한 요구조건의 강화로 새로운 OSV 개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2. OSV 종류 및 역할
해양구조물에 운송하는 물자는 매우 다양하므로 화물창의 형

태 또한 다양한 형태의 소형 화물창으로 배치가 되며 적하/양하
시의 각종 기기가 복잡하게 운용 배치되기 때문에 배치의 최적성 
및 간섭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송되는 화
물과 그 종류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Fuel oil: Rig/ Drill ship/ Platform 연료유, PSV 연료유와 
같은 MGO(Marine Gas Oil)
Cement: 분말, 해저의 Drilling Casing Wall 보강
Mud: 분말 또는 액상, Drilling 작업 Bit 냉각/윤활, Drilling 
작업의 부산물(바위) 외부 이송, Oil/Water/Gas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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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 방지
Chemical: 액체, 윤활, de-freezing, 연료
Brine: Drill water, 윤활
Pipe: 시추작업용 Pipe
Fresh water: 잡용수
기타 자재: Spare part 등
폐기물: 해양투기 제한 폐기물(Garbage) 육상 이송
작업인원: Platform 작업 교체 인원 수송

OSV가 운용되는 해역 환경조건이 설계시 매우 중요하며 해역
에 따른 수심, 수온, 기온, 파고, 조력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OSV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능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전 탐사, 필드 개발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OSV의 척수 및 종류가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

PSV(Platform supply vessel): Supply of offshore 
installation
AHTS(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 Tong / 
Shark-Jaws with Pop-up pins
FSIV(Fast support intervention vessel): Urgent equipment 
transport, crew change
Fire Fighting: Fire pump / Fire monitor
Towing: Towing winch
Oil recovery: Oil recovery /Dispersant system
Rescue: Bucket / Net / Life saving equipment
ROV: A-frame
Diving: support Chamber / Compressor
Tug boat: Assistance to tanker lifting

2010년에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PSV의 선령 분포와 톤
수별 분포를 Fig.2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2,000톤에서 4,000톤 
사이의 PSV가 가장 많으며, 선령 25년 미만이 가장 많이 운용되
고 있다. 2000톤 이하의 소형 PSV는 천해역에 투입되는 경향이 
있고 2000톤 이상의 중·대형급 이상의 PSV가 심해에 투입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심해용 PSV의 경우 dynamic positioning 기

 

Fig. 2 톤수 및 선령별 PSV 척수 현황

능, 더 큰 화물 용량과 mud, brine, base oil, methanol 등의 특
별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창 설치 및 crane, deepwater 
winch, firefighting, oil recovery 등의 특별한 장비 등을 요구하
는 경향이 강하며 crewboat 기능을 위한 선속 등이 강화되고 있
다.

3. PSV 구조 및 강도특성
3.1 배치 및 구조적 특징

Fig.3에서 대형 PSV의 일반배치도 예를 보여주고 있다. PSV
는 종류별 그 특징이 워낙 다양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수 목적의 
OSV에 대한 특징보다는 일반 PSV에 대한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화물 배치에 대한 특징
다양한 화물을 수송하고 그 중 특히 시멘트, mud, 화학물질, 

brine, drill water, pipe 및 해양투기 제한 폐기물 등 다양한 물
질을 수송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화물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화물의 적하를 위해 화물창의 형태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분말 형태 화물의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
사판을 가진 화물창 형태도 있으며, 화학 물질을 운반하며 화물
창 청소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파형 격벽을 가진 화물창도 있
다. 부분적인 중량물을 실을 수 있는 보강된 지역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화물창을 배치하는 것은 종강도 및 국부 강도
를 만족하면서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고 
있다.

2) 구조적 특징
PSV 경우 선수부에 거주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선수부의 높이가 선미 및 중앙부에 비해 월등히 높고 구조 중량
이 선수부에 편중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선수 거주구 및 엔진룸이 LBP의 35%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종방향 구조가 단절되는 배치로 이루어져 전단력에 취약한 구조
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중앙부 및 선미부의 건현이 작으며, deck 부식 등에 대한 특
별한 조치가 필요한 선박이다.

파형격벽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배치되는 화물창의 경우 
배치 형식 및 상세구조 설계에 주의가 필요하며, 강도해석을 통
해 규명해야 할 부위가 많다.

분말 형태의 화물을 위해 배치한 경사판의 연결 부위 및 배
치에 대한 강도 평가 및 상세 구조 설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선박의 길이 대비 폭이 매우 큰 선형이며 상대적으로 거더 
구조 보다는 횡방향의 floor 구조가 강도상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mother ship의 시계산의 결과로도 floor에서 상당히 높은 
응력이 발생하고 있어 설계시 주의가 필요하다.

갑판에 적재하는 pipe 등을 지지하는 rack 구조 및 지지부위



Level Items

Category I: 
routine 
classification & 
statutory service

Class notations,
Design analysis & approval,
Survey during construction or major 
modification,
Survey after construction,
Statutory inspection

Category II: 
Optional notation 
& class-related 
service

Optional Notations for OSVs,
Technical, Engineering & Environmental 
Services,
Fleet Management Systems,
Hull Integrity Management,
Machinery Maintenance Service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Certification,
Rapid Response Damage Assessment,
Training Services,
Regulatory Information Services 

Category III: 
Service provided 
by ABS affiliates

Technical and Engineering Services,
Operational Services,
Support Services(Formal Safety 
Assessment of Marine Applications, 
Risk Assessment Manuals for 
Engineering Systems, Structures & 
Processes, Reliability-Centered 
Maintenance Strategies, 
Reliability-Centered Maintenance Plan 
for Marine Applications, HAZID & 
HAZOP Studies)

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앙평행부가 거의 없으며 생산시 편리성을 위해 횡구조 방

식(transverse system)을 택하고 있으며, 흘수선 상부의 side 
shell은 충돌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늑골 방식
(longitudinal system)을 채택하였다. 종늑골 방식을 채택한 부
위에서의 web frame space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구
조해석을 통해 규명해야 할 부위라고 판단된다.

Deck는 종늑골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deck 상에 적재되
는 화물의 국부적인 강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부 구조의 보
강이 이루어져 있다.

흘수선 상부의 선측구조는 부분적인 충돌 등을 고려하여 판 
두께 및 보강재가 강화되어 있으며, 필요시 충돌에 의한 구조강
도 평가가 필요한 지역이다.

Fig.3 General arrangement

3.2 선급에서의 주요 강도 평가 절차

PSV에 대한 구조강도를 평가하는 관점에서 주요 선급에서 제
시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ABS는 OSV guide로서 “Guide for building and classing 
offshore support vessel"을 2011년 개발하였으며, OSV에 대한 
multi-level approach로 Table 1과 같이 접근하고 있다.

구조해석과 관련이 있는 것은 catergory I 에 있어서 design 
analysis 부분이며 여기서는 통상적인 도면 승인과 관련된 해석
에 국한하여 진행되고 있다. Category II 에서는 optional 
notation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구조해석이 있는데 예를 들면 ICE 
CLASS, SFA(years), DLA 등이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DLA(Dynamic loading analysis): 여러 가지 하중조건하에서 
다양한 파 입사각과 파장을 갖는 파에서의 선박 운동해석 결과
를 이용하여 구조강도를 평가하는 법으로서 3-D F.E 해석을 수
행하여 도출한다. 

SFA(Spectral-based fatigue analysis): DLA의 운동해석과 
연동되어 계산되며 합리적으로 파에 의해서 발생되는 국부구조 
부위에서의 피로수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설계수명에 해당하
는 피로수명을 만족하기 위한 구조설계의 만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Table 1 ABS multi-level approach

ABS 이외의 선급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조해석에 관련한 특별
한 언급이 없으며, 이는 일반 선박의 구조해석에 준하여 평가하
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ABS 접근이 일반 화물선의 강도
평가 과정과 유사함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
서 본 개발선의 강도 평가를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STEP 1: 일반 강도 평가 과정
화물창의 횡강도 평가 과정: ordinary bulkhead 및 
corrugated bulkhead의 강도 및 횡강도 부재의 평가 과정
중량물 하부의 보강구조 평가

STEP 2: 전선구조해석 과정
전선구조해석으로 선박의 global 거동해석 
선수부 구조에서의 불연속 부위에 대한 전단 강도 평가
구조부재의 항복 및 좌굴 강도 평가



3.3 선측 및 선미부 충돌의 평가

PSV는 정기적으로 해양구조물의 건설 및 운용시 동원되며 충
돌에 의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충돌시 국부적인 손
상(dent)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제한적인 영구 변형을 접
촉손상(contact damage)라 부르며, ABS에서는 별도의 수치해석
적인 절차에 의한 충격에너지 흡수절차를 규명하지 않으면 
“Rules for Building and Classing Steel Vessels not More Than 
90 Meters in Length”에서 선측구조에서 부재 치수를 25% 증가
시키도록 하고 있다.

PSV contact damage에 대한 설계적 고려(Ge Wang etc, 
2006) 는 4 척에 대한 OSV에 대한 일련의 수치해석을 통해 이루
어졌다. ABS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OSV 의 side shell의 설계를 
위한 standard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충돌 사고 규명을 위해 고
려할 주요 항목은 vessel displacement, approaching speed, 
approching angle, location and initial contact이다. 해양구조물
이 OSV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돌현상은 움직임이 거의 없
고 stationary analysis로 취급할 수 있으며, 충돌 속도 및 각도에 
대한 손상시의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Marine fender는 
주로 고무로 만들어지는데 충돌시 접촉하며 OSV와 해양구조물
에 비해 매우 유연하여 많은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며 다음 식으
로 표현된다.

  


여기서 m은 OSV의 배수량, Vn은 상대속도, Ce는 OSV의 회전
을 보정하는 편심계수, Ch는 부가질량을 보정하는 가상 질량계
수, Cs는 선박부재와 펜더의 상대적 강성을 표현하는 유연성계수
이다.

펜더에 대한 고려는 사용되는 재질 및 제품에 따라 좌우되는
데, 펜더의 조건을 고려하면 OSV 구조에서 요구되는 수준은 15 
ton/m2의 충격압력이 권고되고 있다(Fig.5). 본 조건은 OSV의 정
상 운항 상태에서 연속적인 운항 및 운영을 저해하는 손상에 대
해 OSV 선체는 문제가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충격압력을 사용할 
수 있다. 비선형 구조해석을 통하여 손상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부
재의 충돌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Fig.5 전형적인 박용 펜더의 성능

이때 구조해석 결과의 판단을 위한 기준은 통상 ice 충돌시 사
용되는 frame space의 2% 영구변형 이내가 사용될 수 있다. 만
약 구조해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조강도에 대한 충격하
중의 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Safety factor(SF)= 1.5 (for side frame)
                 = 1.1 (for side shell)

                 = 1.2 (for deck beam)
선측 및 선미부와 해양구조물의 충돌해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

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통상 FPSO 및 drill ship 설계 시에는 
충돌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충돌 강도 평
가를 수행하고 있다. 직접 충돌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통상 
LS-DYNA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후속 단계에서 빙-선체 
충돌해석에 사용될 예정이다. 본 해석은 매우 섬세하며 계산시간
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worldwide PSV 개발시 충돌 강도 평가가 필
요한 경우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선박의 충돌 시나
리오로서는 충돌각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90도와 접촉 
면적이 커지는 45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부위는 중앙부 선측과 
선미부 선측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충
돌시 OSV 선측에 격벽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구분
하는 것이 좋으며, 선미부에서는 중앙선 부근과 선측 부근을 택
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4. Mother ship 안전성 평가
국내에서 OSV 관련한 건조 실적이 있으나 설계 능력이 없어 

전부 외국으로부터 수행한 결과를 수입하여 수행한 바 설계 관련
된 정보가 전무한 현실이다.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PSV의 구조
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건조 실적이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전선구
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대상선박은 
설계조건이 되는 자료가 전무하여 운동해석 등을 수행할 수 없었
기 때문에 통상의 전선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hull girder bending 
관련한 해석 및 중요한 하중에 국한하여 수행하였다. 

본 검토 대상의 선박을 plate, beam, rod 요소를 이용하여 이
상화했으며, 요소 크기는 보강재 간격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국부 요소해석 보다는 글로벌 거동에 초점을 두고 모델링 하였으
며, 구조형태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구조를 모두 모델링하였
다. 좌표계 원점을 AP에 두고 x 축을 선수방향의 길이방향으로 
택하였고, y 축을 좌현방향의 폭 방향으로 선택하고, z 방향을 
upper deck 방향의 깊이방향으로 택하였다. 재료는 일반강을 선
택하였다. 구조해석 모델은 Fig.6과 같다.



Fig.6 Global F.E Model
구조해석 결과 각 부분별 von-Mises 응력분포를 검토하였고 

주요한 결과만 언급하고자 한다. 
화물창 영역에서 hopper tank 근처의 floor end에서 큰 응력

이 발생하고 있으며(Fig.7), 이는 구조적 형상이 불연속을 이루는 
부분이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역이라 판단되며, 상세 구조설
계시 보강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본 해석에서 현실적인 각종 
기기류 및 중량물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기에 상세한 경향은 얻
을 수가 없었다.

Fig.7 von-Mises stress(Mid area)

4. 결 론
Worldwide 용 PSV 설계 및 강도 평가를 위한 사전 자료조사

를 수행하였고, 기존 제작 경험이 있는 PSV에 대한 전선구조해
석을 통하여 취약구조 등에 대한 파악을 수행하였다. 선측 구조
의 충돌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통하여 향후 개발 선박의 
충돌 강도해석에 대한 시나리오 및 간략 평가를 위한 방법을 강
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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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ollapse behavior of damaged stiffened cylinders under axial compression is investigated using the finite

element software package Abaqus FEA. Two types of stiffened cylinder, namely, ring-stiffened and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s, which are typical components of floating offshore platforms, subjected to damage arising from collision are

considered. A close agreement is observed between the numerical results and the results of earlier experiments where the

numerical methodology is able reproduce the trends observed in the experiments. The response and post-collapse 

characteristics following dynamic mass impact are assessed by means of series of finite element analyses carried out varying

the extent of damage and the slenderness of cylinders. The factors influencing reduction in ultimate strength ar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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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e field of marine structures, ring and/or 

stringer-stiffened thin-walled large diameter steel cylinders 

are widely adopted as structural elements of various floating 

offshore platforms such as main legs of TLPs, 

semi-submersibles and spars and more recently considered 

as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foundations. In these 

structures, from the ultimate limit state design point of view, 

the ability to withstand to axial compressive loadings is 

crucial where the main loading is from the deck-down. 

Although, for the intact case buckling design of offshore 

structures is well-established based on large database of 

experiments (Ellinas et al., 1984; Das et al., 2011), the 

assessment of residual strength in a damaged condition that 

may arise from local damage caused by supply vessel 

collision is currently not being explicitly considered in design 

guideline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risk 

(DNV, 2007). 

In the open literature, there a few studies providing a 

limited database of experiments (Ronalds and Dowling, 

1986; Harding and Onoufriou, 1995; Walker et al., 1987, 

Walker et al., 1988) due to expense of manufacturing and 

testing relatively small-scale models (Scott et al., 1987). 

Therefore, a carefully implemented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which is validated by actual tests may be the only 

effective means of assessment of residual strength despite 

the computational costs involved. 

Within the context introduced above, the idea of the 

present work is to assess the use finite element software 

package Abaqus FEA for the damaged steel stiffened 

cylinders ultimate strength analysis by replicating the results 

of physical experiments. A series of analyses are then 

carried out for a reference damaged ring-stiffened 

cylindrical shell to clarify the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 

and determine the effect of damage size and shell 

slenderness on the reduction in axial load carrying capacity.  

 

2. Simulation of physical experiments 

 

2.1 Details of experiments 

 

Experimental studies investigating strength of stiffened 

cylinders are mainly performed within the scope of Cohesive 

Buckling Research Programme which composed of several 

individual research projects about buckling of shell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components of offshore structures, commissioned by the 

U.K. Department of Energy and S.E.R.C. and carried out in 

various U.K. Universities between 1983 and 1985 (HSE, 

1992). Among one of these individual projects Harding and 

Onoufriou (1995) examined experimentally the effects of 

damage on the residual strength of ring-stiffened cylindrical 

shells using eight small-scale cylinders which were artificially 

dented after fabrication by slowly applying a round-edged 

wedge radially to the cylinder with the edge normal to the 

axis of cylinder and subsequently loaded axially in order to 

determine their residual axial load capacity. Two series of 

models were tested. In the first series, specimens CY-2 to 

CY-5 were subjected to midbay denting and, in the second, 

specimens CY-6 to CY-9 were subjected primarily to 

ring-stiffener deformation. The specimens were 

stress-relieved to remove the high levels of residual stresses 

induced by welding. The properties of ring-stiffened cylinder 

specimens are given in Table 1. 

 

Table 1 Properties of ring-stiffened cylinder specimens 

Property CY-2 CY-3 CY-4 CY-5 CY-6 CY-7 CY-8 CY-9 

Shell radius R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Shell thickness t 0.6 0.6 1.2 1.2 1.2 1.2 1.2 0.6 

Inner bay length li 40 40 80 80 80 80 24 24 

Number of rings NR 4 4 4 4 3 3 3 3 

Yield stress σY 344 342 324 349 339 352 376 376 

Elasticty mod. E 201 201 201 201 201 201 201 201 

Stiff. web depth drw 4.8 6.72 4.8 4.8 3 3 3 3 

Stiff. web 

thickness 
trw 0.6 0.84 0.6 0.6 0.6 0.6 0.6 0.6 

Stiff. flange 

width 
brf - - - - 4 4 4 4 

Stiff. flange 

thickness 
trf - - - - 0.6 0.6 0.84 0.84 

Dent depth d 3.36 5.44 6.72 5.44 7.04 7.52 6.24 6.4 

Units: Length – [mm], Yield stress – [MPa], Elast. Mod. - [GPa] 

 

In a similar way Ronalds and Dowling (1986) investigated 

the residual strength of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s 

where four specimens were first dented and then loaded 

axially to determine their residual strength following damage. 

All specimens are identical having flat-bar ring-stiffeners 

and stringers and three bays except the number of stringers 

and the extent of dent in each specimen. A round-tipped 

wedge-shaped indenter initially resting directly above a 

stringer was used in all tests which causes a symmetric dent 

about the central stringer. After denting, the cylinders were 

loaded axially in small increments and the step size was 

reduced as the collapse is approached to ensure that 

non-linearity in the response and the peak load was 

accurately measured. The properties of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 specimens are given in Table 2. 

 

Table 2 Properties of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 

specimens 

Property 3B1 3B2 3B3 3B4 

Shell radius R 160 160 160 160 

Shell thickness t 0.6 0.6 1.2 1.2 

Inner bay length li 96 96 96 96 

Cylinder length l 319 319 319 319 

Number of rings NR 2 2 2 2 

Number of stringers NS 40 40 20 20 

Yield stress σY 332 332 332 332 

Elasticity mod. E 201 201 201 201 

Ring stiff. web depth drw 6.6 6.6 6.6 6.6 

Ring stiff. web thickness trw 0.82 0.82 0.82 0.82 

Stringer flange width brf 4.8 4.8 4.8 4.8 

Stringer flange thickness trf 0.6 0.6 0.6 0.6 

Dent depth d 7.36 12.48 12.96 17.12 

Units: Length – [mm], Yield stress – [MPa], Elast. Mod. - [GPa] 

 

2.2 Finite element modeling 

 

Commercial software package Abaqus FEA is employed 

for finite element modeling and analysis. The models are 

meshed with S4R element which is 4 node doubly-curved 

finite-strain element with reduced integration and hourglass 

control. An adequate mesh size is chosen to assure realistic 

results. 

As in the actual tests the simulations consists of two 

steps: firstly inducing the damage and secondly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The damage is induced using a 

knife-edge indenter which is modeled as a rigid surface 

forced to move quasi-statically up to prescribed 



displacement close to the values obtained in experiments. 

For this purpose the dynamic-explicit solver in Abaqus FEA 

is used. The boundaries of cylinders are assumed as fixed. 

With means of this procedure an approximate dent is 

obtained. In Fig. 1, dented shape of specimen CY-4 is 

shown.  

 

Fig. 1 Damaged shape of CY-4 

 

The damaged configuration is then imported as an initial 

configuration for the subsequent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The residual stresses caused by denting in the 

damage zone are neglected and pending for a further study. 

In the progressive analysis the modified Riks method is 

used. At one end of the cylinders all degrees of freedom are 

constrained. All nodes at the other end are tied to a 

reference point to which an axial displacement is applied. 

The other five degrees of freedom are constrained. The 

boundary conditions are shown in Fig. 2. 

 

 

 

Fig. 2 Boundary conditions set on models 

 

The material is assumed as elastic-perfect plastic. 

Although this assumption is pessimistic it is believed that it 

will not lead to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tests and 

simulations as long as the ultimate limit state is concerned. 

As for the imperfections in specimens, 

fabrication-induced geometrical imperfections were 

measured and found to be generally within code tolerance 

requirements. However, the measurements were not 

provided in the texts cited. This leads to an uncertainty in 

modeling since shell structures subjected to axial 

compression are known to be highly sensitive to 

imperfections. Nevertheless, an imperfection in shape of first 

critical linear buckling mode and with the smallest magnitude 

triggering collapse in modified Riks analysis is used. The 

latter is determined by trial and error. Intact equivalent 

cylinders are also analyzed under the same assumptions in 

order to assess the reduction in axial load carrying capacity. 

 

2.3 Comparison with experiments and comments 

 

The ultimate axial load values obtained from numerical 

analyses are listed along with experimental values for each 

cylinder specimen in Tables 3-5. As an indicator of the 

accuracy of the numerical analyses, the bias is given as the 

ratio of experimentally obtained value to those obtained by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Table 3 Ultimate strength values for ring-stiffened cylinder 

specimens dented at mid-panel 

 CY-2 CY-3 CY-4 CY-5 

Experimental result [MPa]
 

258 267 264 212 

Numerical result [MPa]
 

261 289 270 215 

Ratio 
 

0.99 0.92 0.98 0.99 

 

Table 4 Ultimate strength values for ring-stiffened cylinder 

specimens dented at ring-stiffener 

 CY-6 CY-7 CY-8 CY-9 

Experimental result [MPa]
 

258 253 224 228 

Numerical result [MPa]
 

274 279 270 252 

Ratio 
 

0.94 0.91 0.89 0.91 

 

Table 5 Ultimate strength values for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 specimens 

 3B1 3B2 3B3 3B4 

Experimental result [MPa]
 

318 277 202 195 

Numerical result [MPa]
 

285 274 212 209 

Ratio 
 

1.11 1.01 0.95 0.94 

 

The axial shortening curves are shown in Figs. 3-8. 

These figures show curves obtained from numerical 

analyses with curves reproduced from the references cited. 



 

Fig. 3 Average stress-strain curves for CY-2 and CY-3 

 

 

Fig. 5 Average stress-strain curves for CY-6 and CY-7 

 

 

Fig. 7 Average stress-strain curves for 3B1and 3B2 

 

In general, for all the specimens the bias is close to unity, 

though an overprediction for ring-stiffened models is 

noticed. The axial shortening curves give more insights 

about the response of the specimens. Overall, a good 

correlation exists between actual test results and numerical 

results for ring-stiffened cylinder specimens. The response 

is linear until reaching ultimate strength value followed by 

sudden collapse. In orthogonally stiffened cylinders lower 

initial stiffness which might be due to load application setup 

causes the main discrepancy. 

 

Fig. 4 Average stress-strain curves for CY-4 and CY-5 

 

 

Fig. 6 Average stress-strain curves for CY-8 and CY-9 

 

 

Fig. 8 Average stress-strain curves for 3B3 and 3B4 

 

The final collapsed shape of specimen 3B2 is provided 

(Ronalds and Dowling, 1988) and compared here in Fig. 9 

with the numerically predicted one. Moreover, Harding and 

Onoufriou (1995) states that lobular buckling occurred in 

models CY-4 and CY-7 as would be expected for the 

corresponding intact models. Below in Fig. 10, the 

numerically obtained views of these two damaged 

ring-stiffened cylinders after collapse are shown which 

apparently seems to fail with several lobes extending over 

the circumference of mid-bay. 



 

(a)                     (b) 

Fig. 9 Final collapsed shape of specimen 3B2: (a) 

experimental result (b) numerical result 

 

 

(a) 

 

(b) 

Fig. 10 Final collapsed shape of (a) specimen CY-4 and (b) 

specimen CY-7  

 

In conjunction with the results presented above it is found 

that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ology used can be a 

reliable tool for further investigations. 

 

3. Further study on a damaged 

ring-stiffened cylinder model 

 

Once the numerical methodology is verified further 

numerical studies are performed on a design example of a 

ring-stiffened cylindrical shell of a spar given in ABS (2005). 

Firstly, a series of finite element analysis are carried out 

varying the dent depth. The range of ratio of dent depth to 

cylinder diameter d/D is determined by examining the 

collision database given by HSE (1988) for floating offshore 

structures and supply vessels. The dent is applied through a 

knife-edge indenter. In Fig. 11, the axial shortening curves 

for the intact case and each damaged case are shown. 

 

 

Fig. 11 Average stress-strain curves for damaged 

ring-stiffened cylinder varying the dent depth 

 

It is evident from Fig. 11 that the presence of local 

significantly affects the collapse behavior of the cylinder. In 

pre-buckling stage the response is linear. An early buckling 

leads to a decrease in stiffness and contrary to intact case, 

followed by sudden collapse after reaching ultimate strength. 

However, the reduction in ultimate strength is not to a great 

extent as the dent depth increases. It is also noticeable that 

the responses in all damaged cases are almost similar. 

The post-collapse shape for intact case and damaged 

case (d/D = 0.05) are shown in Fig. 12. 

 

 

(a)                      (b) 

Fig. 12 Final collapsed shape of (a) intact cylinder and (b) 

damaged cylinder 

The intact cylinder fails in axisymmetric collapse mode 

where an inward bulging around whole circumference is 

formed. However, in all damaged cases non-axisymmetric 



collapse is observe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presence 

of local damage triggers a different collapse mechanism 

which is not identical to the one expected for intact case. 

The dent leads to redistribution of axial stresses around the 

circumference in which an early yielding starts adjacent to 

the dent leading to outward bulging of the shell close to dent 

zone. The periodic axial stress distribution causes rapid 

formation of inward and outward periodic diamond- shape 

lobes. The progress is illustrated in Fig. 13. 

 

 

1  2 

 

3  4 

 

 

5  6 

 

Fig. 13 Progressive collapse of damaged ring-stiffened 

cylinder under axial compression 

 

This result contradicts the hypothesis of Harding and 

Onoufriou (1995) where they claimed that the shape of dent 

might coincide the expected lobular form of buckling of 

intact cylinder and could trigger the collapse. 

The progressive collapse behavior can be further clarified 

by checking the axial compressive stress distribution around 

the circumference at various stages of loading as shown in 

Fig. 14. Here 0 degree corresponds to dent location. 

 

 

Fig. 14 Circumferential distribution of stresses in axial 

direction 

 

This figure shows that no axial load is carried by the 

flattened dent zone. Moreover, there are high stress 

concentrations near the ends of the dent zone, which 

gradually reduce to a uniform value for the remainder of the 

circumference. High compressive stresses adjacent to the 

dent zone are balanced with tensile stresses in dent zone. In 

post-collapse regime again periodic axial stress distribution 

is noticeable.  

Secondly, to clarify the effect of damage size on the strength 

reduction damage is induced with rectangular and hemisphere 

shape indenters having different width to stiffener spacing w/l 

ratio and hemisphere nose radius to stiffener spacing r/l ratio. 

As it is apparent from Fig. 15, the shape and longitudinal extent 

of damage does not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strength 

reduction. 

 

 

Fig. 15 Strength reduction for various types of indenters 

 

Finally, the influence of cylinder slenderness on strength 

reduction is investigated. For this purpose the thickness of 

the reference cylinder model is varied. The results are plotted 

in Fig. 16. 

 



 

Fig. 16 Variation of strength reduction with shell slenderness 

 

From this figure it can be inferred that as far as the 

reference ring-stiffened model is concerned, radius to 

thickness ratio is a significant parameter on strength 

reduction. The experimental models support this conclusion 

to lesser extent. For the range of dent depth to diameter ratio 

considered in this study, there is no significant reduction in 

strength as the dent depth increases. For the cases 

considered the strength reduction is not more than 35%. 

 

4. Concluding remarks 

 

The aim of this study has been to assess the validity of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for the ultimate strength 

prediction of damaged stiffened cylinders under axial 

compression and perform further investigations on collapse 

behavior, effects of damage size and strength reduc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developed from the 

present study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1)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is capable of 

predicting the ultimate strength of locally damaged stiffened 

cylinder with reasonable accuracy. 

(2) In stiffened cylindrical shells under axial compression, 

the presence of local damage causes redistribution of axial 

stresses and triggers a non-axisymmetric collapse in lobular 

mode. The collapse is sudden and catastrophic. 

(3) Rather than the longitudinal extent of damage, the 

dent depth and associated flattened zone is determined as 

an important parameter in strength reduction. 

(4) For the range of damage encountered in historical 

records of collisions between supply vessels and floating 

offshore structures, the strength reduction due to damage 

does not increase drastically as the dent depth increases. 

(5) The shell slenderness is an important parameter in 

strength reduction due to damage. As the R/t ratio increases 

the effect of damage on load carrying capacity is more 

severe. 

(6) For the case of ring-stiffened cylinders used in 

offshore structures, depending on the dent depth and shell 

slenderness the ultimate strength reduction can range from 5 

to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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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LNGC CCS의 슬로싱 충격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

이상갑(한국해양대), 조투(한국해양대)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LNGC CCS under Sloshing Impact loading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Sang-Gab Lee and Tuo Zhao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the local zooming analysis of Mark III membrane-type Cargo Containment 
System (CCS) with flat membrane using shooting water impact to CCS. Full-scale 3D one layer LRET-DSME sloshing
tank with 70% filling level was used for the local zooming analysis of CCS, and upward and lateral shooting water 
impact as well as just upward shooting one was also considered for the more realistic impact analysis. Several lateral 
impact velocities were tried for the reasonable pressure responses at two pressure measuring points in the corner of 
sloshing tank. Diverse membrane conditions were considered for the investigation of their effects on the shock 
pressure responses. Discrepancy could be still found in the pressure impulse, especially its duration, between local 
zooming and full-scale global sloshing analyses, using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The maximum effective and component stresses of CCS components were estimated based on the safety 
assessment criterion for their strengths under every scenario.

Keywords : Structural Safety Assessment(구조 안전성 평가), Cargo Containment System (CCS)(화물창 단열시스템), Full-scale sloshing 
analysis(실선 탱크 슬로싱 해석), Local zooming analysis(국부확대해석),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유체-구조 연성 해석), 
LS-DYNA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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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LNGC CCS의 빙산과의 충돌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

이상갑(한국해양대), 조투(한국해양대)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of LNGC CCS under Iceberg Collision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Sang-Gab Lee and Tuo Z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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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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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to 
iceberg instead of current velocit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the type, mesh size, material model and 
property of iceberg on the collision responses, full-scale collision simulations were also performed in the void(air) 
condit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diverse interface segment mesh sizes in the inner hull. DEFORMABLE_TO_RIGID 
option was used for the saving of computational time before collision of iceberg to LNGC in FSI analysis.

Keywords : Structural Safety Assessment(구조 안전성 평가), Cargo Containment System(CCS, 화물창 단열시스템), Full-Scale Iceberg 
Collisions(실선 빙산 충돌),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유체-구조 연성), LS-DYNA code, DEFORMABLE_TO_RIGID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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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폭발강화격벽의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
이상갑(한국해양대), 조투(한국해양대)

Shock Response Analysis of Blast Hardened Bulkhead in Naval Vessel   
under Internal Blast

Sang-Gab Lee and Tuo Zhao 

요 약

함정 격실 내부폭발 시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손상구역을 제한하여야 하며 함내 인접격실로의 피해확산 방지 및 연속적인 침
수 억제를 위하여 폭발강화격벽(BHB: Blast Hardened Bulkhead)의 설계 및 성능검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폭발에
의한 폭발강화격벽의 거동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LS-DYNA code의 MMALE(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및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기법을 이용한 폭발강화격벽 및 연결부 거동의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 중 폭발(AIREX, AIR EXplosion or Air Blast) 시 무반사(non-reflect) 및 반사(reflect) 압력파의 전파 특성과 ALE 격
자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2가지 크기의 모형시험 체임버(chamber)에 대한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을 통하여 모형시험 모델 
설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Keywords : Blast Hardened Bulkhead(BHD, 폭발강화격벽), LS-DYNA code, MMALE(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유체-구조 연성), Internal explosion(내부폭발) Shock response analysis(내충격 응답해석), Model test 
chamber(모형시험 체임버)

1. 서 론
Fig. 1에서와 같이 유도탄 등의 피격에 의한 함정격실 내부폭

발(internal explosion) 시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손상구역
을 제한하여야 하며 함내 인접격실로의 피해확산 방지 및 연속적
인 침수 억제를 위하여 폭발강화격벽(BHB: Blast Hardened 
Bulkhead)의 설계 및 성능검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폭발강화
격벽 및 연결부의 설계기술, 폭발강화격벽 설계검증 및 평가를 
위한 M&S(Modeling & Simulation)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유형별 
폭발강화격벽 축소모형을 이용한 폭발시험을 통한 M&S 결과와
의 정확도의 비교와 분석 기술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Fig. 1 Roofdier trial internal explosion

본 연구에서는 내부폭발에 의한 폭발강화격벽의 거동평가 기
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LS-DYNA code(LSTC, 2011)의 MMALE 
(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및 유체-구조 연
성(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기법을 이용한 폭발강
화격벽 및 연결부 거동의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한다. 여기서 거동 내충격 응답해석 결과 분석을 통하여 
주요 영향인자를 분석하고 선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내부폭발에 
의한 거동평가 기술은 폭발강화격벽 설계에 따른 다양한 거동을 
실험을 대신하여 수치 해석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폭발강화격별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고 설계 유형과 규격에 
따른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폭발강화격벽 설계에 대한 연구는 
TM5-1300(1990) 규정과 MMALE 및  FSI 해석기법의 설계 방법
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내충격 응답해석에는 실험 및 
실측자료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검증을 통한 연
구가 부족한 편이며, 특히 폭발과 관련된 실험 및 실측자료는 군
사 기밀로 자료 공유가 어려운 편이다. 본 연구는 유형별 폭발강
화격벽의 축소모형을 이용한 폭발시험의 결과와의 검증을 통하
여 거동기술을 확립하고 시험을 수행하기 전 내부폭발 구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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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축소모형 모델의 설계 및 제작과 모형시험 계측에 대하
여 모형모델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 중 폭
발(AIREX, AIR EXplosion or Air Blast) 시 무반사(non-reflect) 
및 반사(reflect) 압력파의 전파 특성과 ALE 격자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2가지 크기의 모형시험 체임버(chamber)에 대
한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을 통하여 모형시험 모델 설계를 점
검하고자 한다.

2. 공기 중 폭발에 따른 압력파 특성
TNT와 같은 고성능 폭발물의 폭발 모델링, 폭발 압력 EOS 및 

폭발 초기위치 등은 LS-DYNA code에서는 각각  MAT_HIGH_ 
EXPLOSIVE_BURN, EOS_JWL, INITIAL_DETONATION 등의 
option을 사용한다. 공기의 모델링 및 압력 EOS도 MAT_NULL 
및 EOS_LINEAR_POLYNOMIAL 또는 EOS_GRUNEISEN을 사용
한다. Fig. 1은 9.0kg TNT와 공기의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공기 ALE 격자의 유한요소 크기는 2.5cm이고 요소
개수는 약 2,463,750개 이다. 공기 ALE 격자의 유한요소 크기가 
1.25cm일 경우 요소개수는 약 19,710,000개이다. 

(a) side view

(b) plane view

 
(c ) TNT charge

Fig. 1 F.E. configuration of TNT charge 9.0kg and air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해 Fig. 2에서와 같이 대칭조건을 이용

하여 1/8 모델을 사용하였고 반사 폭발을 고려할 경우 반사 경계
면은 공기 모델의 영역에서 폭과 길이 방향으로 각각 30.0cm 및 
22.5cm의 여유를 두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폭발에 의한 충격
파의 반사로 인한 전파과정과 응답을 추정하기 위하여 각 경계면
에서의 반사조건에 따른 각 위치에서의 폭발 충격파의 응답을 추
정하기 위해 Fig. 2에서와 같이 tracer를 설정하였다. 반사면의 
영향에 따른 충격파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Fig. 3에서와 같
이 반사조건들을 고려하였다. 

Fig. 2 Tracer points of 1/8 air model

(a) symmetric B.C.

(b) bottom reflection   (c) side reflection  (d) bottom & side reflection

(e) bottom & front reflection   (f) all reflection
Fig. 3 Boundary & reflection conditions of 1/8 model
자유공간에서의 폭발에 따른 폭발위치로부터 0.6, 1.2, 1.8 

및 2.4m에서의 충격파 응답은 ALE 격자크기 2.50 및 1.25cm의 
경우에 대하여 Fig. 4에 나타내었고 그들의 최대극치는 Table 1
에 요약하였으며 Table 2의 모델들과도 비교하였다. Henrych가 
제시한 결과들에 비하여 약간 크게 나타났고 ALE 격자 크기가 
1.25cm인 경우 2.50cm에 비하여 역시 조금 크게 나타났다.

Fig. 4 Shock wave pressure response according to 
distance from charge and ALE mesh size



Table 1 Maximum shock wave pressure from empirical 
models (unit : MPa)

model 0.6m 1.2m 1.8m 2.4m
Brode 3.68 1.22 0.58

Henrych 2.10 1.01 0.58
Naumenko & Sadovsky 5.53 1.57 0.69

Modified KB/DoD 4.43 1.86 1.00
2.50cm ALE mesh 6.32 2.30 1.18 0.75
1.25cm ALE model 7.25 2.70 1.30 0.82

Table 2 Simplified formula models for prediction of 
maximum incident pressure (Borgers & Vantomme 2006)

model(year) Equation [bar] (  in []) Range

Brode
(1955)



    










   ≤  ≤ 

Henrych
(1979)













 ≤ ≤ 










 ≤  ≤ 










 ≤  ≤ 

Naumenko 
&

Petrovski
(1956)



   ≤ 

Sadovski
(1952) 








 ≤  ≤ 

Modified 
KB/DoD
(1988)

A B C D E
7.2106 -2.1069 -0.3229 0.1117 0.0685  ≤  ≤ 

7.5938 -3.0523 0.40977 0.0261 -0.01267  ≤  ≤ 
6.0636 -1.4066 0 0 0  ≤ ≤ 

exp   ln   ln 
      ∈ 

Fig. 5는 6개의 반사조건에 따른 충격파의 전파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Fig. 6에서와 같은 대표적인 tracer 점들에 대한 각 반
사조건에 따른 충격파의 응답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반사조건
에 따라 각 tracer 점에서의 충격파 응답은 입사충격파에 반사충
격파와의 중첩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발위
치에서 가까운 수평상하 및 대각선 방향의 반사면(0-3 및 A)에
서 충첩된 큰 초기 충격파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반사파에 의한 
영향도 발견할 수 있다.

  

  

  
(a) all non-reflection

  

  
(b) bottom reflection

  

  
(c) side reflection 

  

  
(d) bottom & side reflection

  

  
(e) bottom & front reflection

  

  
(f) all reflection

Fig. 5 Shock wave pressure propagation according to 
reflection condition



Fig. 6 Tracer points for shock wave pressure responses 
according to reflection condition

(a) 1, 2, 3, 4 tracer points

(b) 4, 4-1, 4-2, 4-3 tracer points

(c) 0-3, 1-3, 2-3, 3-3, 4-3 tracer points

(d) A, B, C, D, E tracer points
Fig. 7 Shock wave pressure responses at each tracer 

point according to reflection condition

3. 내부폭발실험 체임버 내충격 응답
크기 L×B×D=4,800mm×2,400mm×1,800mm, 두께 30mm

의 체임버에 200mm×200mm×8mm×12mm의 H 빔을 보강한 
내부폭발실험 체임버에 9.0kg의 TNT가 폭발한 경우의 내충격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재질은 SS400이다. 200mm×8mm의 
판부재로 H 빔 사이를 길이방향으로 보강해주었다. Fig. 8(a)는 
보강된 체임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정면은 격벽이고 후면
은 400mm 폭의 opening을 양쪽에 두었다. 모든 구조물은 shell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제작과 같이 보강재는 체임버에  
AUTOMATIC_SURFACE_TO_ SURFACE option을 사용하여 접촉
(contact) 시키고 용접 부분은 CONSTAINED_NODE_SET option
을 사용하여 일체화시켰다. Fig.8(b)∼(c)는 공기가 체임버 및 보
강재를 충분히 감싸도록 하였으며 폭약은 체임버의 중앙에 위치
하도록 모델링하였다. 공기와 폭약의 MMALE는 체임버 구조와 
LS-DYNA code의 CONSTRAINED_LAGRANGE_IN_SOLID 
option을 사용하여 FSI 해석기법을 적용하였다. Fig. 8(d)에서와 



같이 ALE 격자 크기를 절반인 1.25cm로 사용한 모델을 사용하
는 경우 계산용량의 한계로 인해 대칭조건을 사용하여 절반의 모
델을 사용하였으며, 대칭조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ALE 격자 
크기 2.5cm 모델에 대칭조건을 사용한 절반 모델과 비교하였다.

(a) iso view of chamber with H beam and plate stiffeners

(b) iso view of air and chamber with H beam and plate stiffeners

(c) side & plane view of charge, air and chamber(2.50cm)

(d) plane view of charge, air and chamber(1.25cm)
Fig. 8 F.E. configuration of chamber explosion model with 

9.0kg TNT charge
내부폭발실험 체임버와 같이 opening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의 충격파의 전파과정을 Fig. 9(a)∼(c)에서와 같이 수직, 수평 
및 opening에서의 수직단면에 대하여 Fig. 9(d)∼(f)에 나타내었
다. Fig. 10(a)에서의 각 tracer에서의 충격파의 응답을 ALE 격자
크기 2.50cm full model, 2.50cm half model 및 1.25cm half 
model에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2.50cm인 경우 full model과 half 
model의 응답들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25cm half 
model에서의 응답은 2.5cm model의 응답에 비하여 자유공간에
서의 초기 충격파에 대한 응답 차이보다는 반사파의 충첩에 의해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격파의 응답이 Fig. 7에서와 같
이 100% 반사되는 경우와는 달리 변형체 구조물에 의해 반사되
므로 조금 작게 발생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a) vertical center    (b) horizontal center     (c) vertical opening

(d) vertical center section

(e) horizontal center section

(f) vertical opening section
Fig. 9 Shock wave pressure propagation of internal 

explosion model according to section

(a) tracer points in internal explosion model



 
(b) 2.50cm full model          (c) 2.50cm half model

(d) 1.25cm half model
Fig. 10 Shock pressure responses at tracer point 

according to internal explosion model type
Fig. 11에는 내부폭발실험 체임버의 응력, 소성변형률 및 변

형 등의 손상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강재나 체임
버의 구조는 손상이 매우 작고 격벽에만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격벽의 각 tracer 점들에서의 변형, 응력, 소성변형
률의 응답을 해석 모델에 따라 Fig. 12에 나타내었다. 처짐변형
은 중앙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지만, 소성변형률 및 응력은 가
장자리에 크게 발생하며 ALE 격자 크기 1.25cm의 모델에서의  
최대응답은 2.50cm 모델에서 보다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 용량과 계산시간이 허락하는 한 작은 격자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응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a) stress

(b) plastic strain

(c) deformation
Fig. 11 General damage configurations of internal 

explosion model

(a) tracer points of deformation, stress, plastic strain

 

 
(b) deformation

 

 
(c) stress

 



 
(d) plastic strain

Fig. 12 Deformation, stress and plastic strain responses at 
tracer point according to internal explosion model type

4. 축소모형 체임버 내충격 응답
앞 장의 내부폭발시험 체임버를 1/4로 축소하여 Fig. 13에서

와 같이 크기 L×B×D=1,200mm×600mm×450mm와 두께 8mm
의 체임버에 �75mm×45mm×2.3mm의 SQ Pipe로 보강한 축소
모형 체임버에 104.6g과 10.5g의 TNT가 폭발하였을 경우의 내
충격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재질은 내부폭발시험 체임버와 같
이 SS400이다. 75mm×2.3mm의 판부재는 SQ Pipe 사이를 길이
방향으로 보강해주었다. 2.0mm 및 2.5mm 두께의 격벽은 
�75mm×45mm×2.3mm의 카트리지 골조(cartridge frame)에 
25mm×2.0mm의 보강재와 브래킷으로 보강하였고 체임버와 구
속 골조(clamp frame) 사이에 끼워 넣었다. 수밀을 확보하기 우
하여 웨지(wedge)를 카트리지와 구속 골조 사이에 끼워 넣었다. 
내부폭발실험 체임버와 같이 웨지를 제외하고는 shell 요소를 사
용하였으며 실제 제작과 같이 보강재는 체임버에 접촉시키고 용
접 부분을 일체화 시켰다. 웨지는 pre-stressed 시켜 격벽 구조
를 체임버와 수속 골조에 밀착시켰다. 공기는 체임버와 격벽구조
를 충분히 감싸도록 하였으며 FSI 해석기법을 적용하였다. ALE 
격자의 크기를 약 0.58cm로 하였으며 길이방향의 수직단면에 대
한 대칭조건을 사용하여 절반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a) iso view of chamber, bulkhead and clamp frames with SQ pipe stiffener

(b) iso and side views of bulkhead, cartridge and clamp frames with wedges

(c) iso view of air and charge with chamber structure

(d) side and plane views of air and charge(104.6g) with chamber structure

(e) side view of air and charge(10.5g) with chamber structure

(f) 104.6g(r=2.741cm) and 10.5g(r=1.154cm) charge
Fig. 13 F.E. configuration of 1/4 scale explosion chamber

Fig. 14는 104.6g 및 10.5g의 TNT 폭약을 사용한 경우에 대
한 수직단면에서의 충격파의 전파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0.5g 
폭약의 경우 104.6g 폭약에 비하여 매우 작은 충격파가 발생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5에는 각 tracer 점에서의 104.6g과 
10.5g의 폭약에 대한 충격파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폭발실
험 체임버에서와 같이 폭약에 가까운 tracer 점에서는 2 및 3에
서의 충격파 응답이 가장 크게, 격벽에서는 가장자리의 4 및 5에
서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5g 폭약의 경우는  
104.6g 폭약에 비하여 응답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TNT 104.6g

  
(b) TNT 10.5g

Fig. 14 Propagation of shock pressure in /4 scale 
explosion chamber according to TNT mass

 
(a) TNT 104.6g           (b) TNT 10.5g

Fig. 15 Shock pressure responses at each tracer point in 
1/4 scale explosion chamber according to TNT mass
충격파의 응답에 따른 축소모델 내부폭발 체임버 및 격벽구조

의 변형, 응력 및 소성변형률의 응답도 Fig. 16에서와 같이 체임
버 및 보강재에 비하여 격벽 구조에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약 104.6g의 경우 격벽 중앙에 큰 처짐변형이 발생하였
고 소성변형률은 격벽의 가장자리와 보강재가 있는 부위에 크게 
발생하였지만 폭약 10.5g의 경우에는 격벽 중앙부 보강재에 매
우 작은 소성변형률이 발생할 정도로 변형과 응력이 매우 작게 
발생하였다. 폭약 10.5g이 내부 폭발할 경우 고려중인 축소모형 
체임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TNT 104.6g

(b) TNT 10.5g
Fig. 16 Responses of stress and plastic strain of chamber 

and bulkhead structures according to TNT mass
Fig 17은 104.6g 폭약의 충격파에 의한 카트리지 및 구속 골

조와 격벽에 대한 손상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카트리지 골조의 
중앙부 단면의 형상에 큰 변형이 발생함으로써 카트리지 골조와
의 연결부에서의 격벽 처짐변형을 구속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된 카트리지 
골조의 구조변경에 대하여 내충격 응답을 수행하였다. 수정된 카
트리지 골조는 Fig. 18에서와 같이 �60mm× 30mm×2.3mm 파
이프 2개와 �60mm×20mm×2.3mm 파이프를 용접하여 보강하
였다. Fig. 19는 수정된 카트리지 골조에 대한 손상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기존의 카트리지 골조의 중앙부 주위의 단면의 형상
에 비하여 변형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가지 카
트리지 골조에 따른 격벽 구조의 각 위치에서의 응력, 변형, 소
성변형률, 가속도 응답 및 웨지의 변위를 Fig. 20에, 체임버내의 
각 tracer 점에서의 충격파 응답을 Fig. 21에 나타내었다. 격벽 
중앙부의 처짐변형과 웨지의 변위가 크게 감소되었다.



 

 

  

 
Fig. 17 Damage configuration of bulkhead and cartridge 
frame in 1/4 scale explosion chamber under TNT 105.6g

Fig. 18 F.E. configuration of modified cartridge frame

 

 

 

 
Fig. 19 Damage configuration of modified bulkhead and 

cartridge frame in 1/4 scale explosion chamber 

(a) tracer points of stress, deformation, plastic strain, plastic strain and wedge 
displacement

 
original           (a) stress            modified

 
original           (b) deformation         modified

 
original         (c) plastic strain         modified



 
original           (e) acceleration          modified

 

 
original       (g) wedge displacement     modified

Fig. 20 Damage responses in /4 scale explosion chamber 
between original and modified cartridge frames

 
(a) original                 (b) modified     

Fig. 20 Shock pressure responses in /4 scale explosion 
chamber between original and modified cartridge frames

4. 결 론
본 연구는 LS-DYNA code의 MMALE 및 FSI 해석기법을 이용

하여 함정의 폭발강화격벽 및 연결부 거동평가 기술 개발을 위하
여 내충격 응답해석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기 중 폭발 시 
무반사 및 반사 압력파의 전파 특성과 ALE 격자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2가지 크기의 모형시험 체임버(chamber)에 대
한 내부폭발 내충격 응답해석을 통하여 모형시험 모델 설계를 점
검하였다. 격벽의 카트리지 골조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격벽의 가
장자리 경계조건을 검토하였으며, 추후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부
폭발 모형시험 모델의 폭발시험의 결과와의 검증을 통하여 내충
격 응답해석의 고도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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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쇄빙상선의 Pre-Sawn 평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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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Resistance Test Simulation of Arctic Cargo Vessel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Sang-Gab Lee, Tuo Zhao, Gyu-Sung KIM, Young-Sik JANG and Kyung-Duk PARK

Abstract

For the prediction of ice load of arctic cargo vessel, model test and empirical formula have been adopted. Since 
most of empirical formulas were derived from the design results of small and/or medium arctic cargo vessels, they 
could be hardly applied directly to the large one due to their low reliabilities. A lot of time and cost would be required
for the model test in ice tank. In this study, ice load of arctic cargo vessel was estimated through the resistance test
simulation of arctic cargo one in pre-sawn ices using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and together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behaviors of pre-sawn ice piece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vessel.

Keywords : Ice Load(빙하중), Arctic Cargo Vessel(극지상선), Resistance Test Simulation(저항시험 시뮬레이션),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유체-구조 연성), LS-DYNA code, Pre-sawn level Ice(pre-sawn 평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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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충격하중을 받는 빙해선박 구조의 실험연구 
 

조상래*, 트롱 닥 둥*, 송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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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n the repeated impacts  

of polar class ship structures 
 

Sang-Rai CHO*, Truong Dac Dung*, Ha Cheol SONG**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n repeated impacts of polar class ship structures were performed at room and low 
temperature. As a part of the study lateral repeated impact tests were conducted on four single frame models and a series of 
tensile coupon tests were also performed to obtain their material properties at room and low temperature. Repeated impacts were 
applied by releasing a knife edge striker using a drop testing machine and the both ends of the models were fixed onto a strong 
bed. Two models were tested at room temperature, while the other two were at -50°C. Five impacts and three impacts were 
repeated at room temperature and low temperature tests, respectively. The permanent deflections were measured after every 
impact. For low temperature tests the models were kept in cold chambers filled with dry ice and ethanol. The temperature histories 
were measured with thermocouples attached to the models. Numer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a commercial software 
ABAQUS/Explicit. The numerical prediction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good agreements were achieved.
 
Keywords: Repeated impact; Low temperature; Dynamic response; Finite element method; Ship/offshore structure. 
 

1. Introduction 
The commercial shipping through the Northern route 

seems to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and the demand of 
transportation of oil and natural gas produced from the 
Arctic Ocean has been increasing. Polar class vessels may 
be exposed to repeated collision impacts with ice floes.. It is 
known that the plastic deformations can be accumulated if 
the structure is repeatedly impacted. This accumulation of 
permanent deformations depends on both the severity of 
loads and the number of load repetitio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sponse of polar 
class vessel structures subjected to repeated impacts at low 
temperature.  

Many researchers have undertaken investigations of the 
effect of repeated impact at room temperature and on single 
impacts at low temperature. Zhu and Faulkner (1996) 

performed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nalyses on two fully 
clamped rectangular plate under repeated load by a rigid 
wedge into violent contact at room temperature. Two 
impacts were applied in the experiments and rigid perfectly 
plastic material was assumed in the numerical analyses. 
Huang et al. (2000) investigated the pseudo-shakedown in 
the collision mechanics of ships by the experimental test 
which was repeated mass impact on a fully clamped plate. 
Seifried et al. (2005) investigated numerical and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 coefficient of restitution for 
repeated impacts. Chae (2008) reported repeated lateral 
impact test results on unstiffened plates and compared the 
test resuts with those of FE analyses. Minamoto at al. (2011) 
performed the analysis of repeated impcts on a steel rod of 
visco-plastic material. Shin (2011) and MIn (2012) reported 
results of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on the 
fracture of polar class vessel structures subjected to lateral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impact loads at low temper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peated impacts on the response of polar class ship 
structures at low temperature. Four single frame models 
were fabricated and two were tested at room temperature 
and the other two were at low temperature. Numerical 
simulations were also performed for the tested models 
employing a commercial package ABAQUS/Explicit.  

 
2. Tensile tests 

2.1 Tensile test coupons 
The materials used for the fabrication of the models were 

DH36 grade steel. The number of parent plates was four 
and those were labeled as plate A, B, C and D. Five tensile 
test coupons were cut off from each parent plate. Tensile 
test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Korean Standards (KS B, 
2007). Two types of universial testing machines were used 
for the tensile tests (see Figs. 1).   
 

 
(a)                    (b) 

Figs. 1 Universial testing machines for tensile tests: (a) at 
room temperature, (b) at low temperature 

 
2.2 Tensile test results 

In Figs. 2, the results of tensile tests can be found for  
parent plates A and B showing engineering stress and 
engineering strain relationships. The material properties of 
parent plates obtained from the tensile test are summarized 
in Table 1. 

As be seen in Table 1, when the temperature decreased 
from room temperature to -50°C the yield stress and ultimate 
tensile stress increased by 21.5% and 11.97% in average, 
respectively. 

 
 
 

 
(a) 

 

  
(b) 

Fig. 2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a) parent plate A, 
(b) parent plate B 

 
Table 1 Materiial properties of parent plates 

 
Parent 
Plate

Temp.
 

t 
[mm]

σY [Mpa] 
σU [Mpa]

E 
[Mpa]

A RT 10.27 356.8 526.9 189300
-50°C 431.5 586.5 208700

B RT 10.20 390.1 527.0 220400
-50°C 480.1 594.3 211200

C RT 10.22 399.9 530.6 211100
-50°C 466.2 590.9 212800

D RT 10.16 341.8 529.1 193700
-50°C 429.2 597.1 201300

Note: RT denotes room temperature  
 
 

3. Repeated impact tests 
  

3.1 Test models 
For the repeated impact tests four single frame models 

were fabricated from the four parent plates. The no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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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ly, LT-1, LT-2 were also conducted at low 
temperature are about -50°C, from the first to third impact 
times and has been remanded in the values of the initial 
conditions.  

Between the impacts, the models were removed from the 
fixture for observation, i.e. to measure the permanent 
deflections of models after each impact. During the 
re-positioning procedure, twenty four bolts inserted into the 
fixture provided guidance for placement of the model. 

 

 
Fig. 7 Drop testing machine with a test model i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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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mensions of knife edge type striker header 
 
Table 3 Collision velocity and mass of striker 

No. 
 Striker 
Temp. 
[°C] 

Mass 
[kg] 

Height 
[mm] 

Velocity 
[mm/s]  

RT-1 Room 193.8 1201 4850 
LT-1 -50 193.8 1201 4850 
RT-2 Room  295.7 798 3960 
LT-2 -50  295.7 798 3960 
 

 
3.4 Strain measurement 

In order to obtain strain history information for models, 
strain gauges were glued onto each of the four models, 
RT-1, RT-2, LT-1 and LT-2. For each model, eight strain 
gauges were bonded to the back face of the flange of the 
beam, away from the center line in length and in breadth are 

130 mm and 25 mm, respectively. Two were bonded to the 
mid-height of the web. For the models at low temperature, 
to monitor the temperature state the attaching approach for 
thermocouples were also executed similarly to that of model 
at room temperature, four were bonded to the mid-height 
and center of the web. Fig. 9 shows the strain gauge 
arrangement. Strains were recorded using amplifiers and an 
A/D converter. The data were acquired 10,000 times per 
second. 
 

  
Fig. 9 Strain gauge arrangement for room temperature test  
 

4. Test results 
Four repeated drop tests were conducted on four 

fabricated models with the different velocities, striker mass 
as well as the temperature conditions, see in Table 3. 

 
4.1 Permanent deflections 

Before performing the drop test, the models had the 
imperfections which were the curved beam due to cutting 
and welding in the fabrication of models. In order to exactly 
measure the permanent deflection of models the initial 
permanent deflections (because of fabricated imperfec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measuring of test results. The 
especial devices, therefore were used to carefully measure 
the initial permanent deflections. After dropping the striker, 
model was released boundary where fixed during the test, 
and then the test results were measured by the devices 
which same as that of initial permanent deflections, see in 
Fig. 11. The test results of the experiment were summarized 
in Table 3. Figs. 10 shows the photos of model LT-1,  
before and after the impact test throughout whole impact 
times. 

As a result, the permanent deflections of the midpoint of 
model at room temperature were higher than those at low 
temperature throughout whole impact times. For the models 
with velocity 4850 mm/s when temperature was decreased 
from room temperature (RT-1) to -50°C (LT-1), the 
permanent deflection was decreased by 10.0%, 9.6% and 
11.5% for first, second and third impac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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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hown in Table 6, also in Fig. 16, the error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were detected 
approximately 4% and 15% for first three impacts times and 
the last two impact times (for RT-1 and RT-2), respectively. 
It has been noted that thes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are 
close to that of experimental tests. Therefore, the damages 
of ship structures subjected to repeated impact can be 
predicted by numerical analysis FEM.  

 
6. Conclusions 

 
This study reports the results of experiments performed to   

investigatie the effects of repeated impacts on the 
permanent deflections of polar class ship structures. In the 
experiments four single frame models were tested. Among 
them two were tested at room temperature (models RT-1 
and RT-2), while the other two were tested at -50oC 
(models LT-1 and LT-2). Numerical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for the tested models using a commercial 
package ABAQUS.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or all the models permanent deflections were 
increased when impact repetitions were progressed. 
However, the permanent dflection increaments were slightly 
decrased.  
- The test models of low temperature showed 
about 10% smaller permanent deflections when comparing 
with those of room temperature. 
- The numerical predictions correlate quite well with 
the test results for the first and second impacts. However, 
the number of repetition becomes larger the deviations are 
bigger. It is premature to state the reason for the inaccuracy. 
It would be the subject for the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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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 적용 방법과 실선 적용 사례 
기혁근, 박성건, 오영태 (대우조선해양) 

 
The methodology of ECA and its application 

Hyeok Geun Ki, Sung Gun Park, Yeong Tae Oh (DSME) 
 

요 약 
 

후열처리(PWHT)는 잔류응력을 감소 시켜주는 이점이 있어 해양 구조물의 후판 용접부에 필수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열 변형이 발생하여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선급 규정에서는 ECA(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를 통해 후열처리를 면제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균열이나 결함이 구조물에 존재하고 후열처리
없이도 안정성이 보장 된다면 후열처리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ECA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응용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 (ECA), Post Weld Heat Treatment (PWHT, 후열처리), Failure Assessment Diagram (FAD) 
 

1. 서 론 
 
최근 해양 구조물의 건조가 증가로 당사에서는 65mm 

이상의 후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후판에 대해서는 
용접 잔류 응력의 감소를 위해 후열처리(PWHT)를 요구 
하고 있다. 하지만 후열처리는 용접부의 열 변형을 야기하여 
생산 일정이 지연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종 선급 
규정에서는 ECA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를 통해 
용접 잔류 응력 하에서도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후열처리를 면제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CA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그 응용사례에 대해 
소개하겠다.  

 
 

2. ECA 적용 방법 
 
ECA는 파괴역학에 기반하며 기존의 재료 강도평가와는 

다르게 파괴인성(Fracture Toughness)과 결함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재료 강도 평가에서는 작용 
응력과 항복 및 인장 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나 ECA에서는 작용응력에 따른 결함의 안정성을 
파괴인성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도평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Fig.1 은 그 개념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도식이다.  

 
 

 
Fig. 1 Approaches for strength of material and fracture 

mechanics  
 
2.1 파괴 인성 및 균열 진전 곡선 
 
구조물은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균열이 

존재하는 구조물은 각각의 하중 성분에 따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파괴역학에서는 이를 위해 파괴인성과 균열 진전 
곡선을 실험적으로 구하여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Applied 
Stress 

Yield or Tensile 
Strength 

Applied 
Stress 

Fracture 
Toughness

Flaw 
Size 

The Strength of Materials Approach 

The Fracture Mechanics Approach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파괴인성은 응력 확대 계수 (Stress intensity factor), 
CTO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J-Integral으로 
표현 되며 정적 하중 하에서 균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재료 
물성 값이다. 당사에서는 임계 CTOD 값을 실험으로 얻어 
파괴 인성을 정의 하였다.  

반복적인 피로 하중 하에서는 균열이 진전하여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동적 하중 하에서 균열 
진전을 예측하기 위해 Paris Law Equation이 주로 
사용되는데 아래 식과 같이 피로 균열 진전률과 응력 확대 
계수의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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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균열 길이, K는 응력확대 계수, N은 피로 

하중의 반복 수, C, m은 실험으로 얻어지는 재료상수이다.  
 
2.2 FAD(Failure Assessment Diagram)를 이용한 ECA  
 
 BS 7910 (Guide to methods for assessing the 

acceptability of flaw in metallic structures)은 ECA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로써, FAD를 이용하여 균열 끝 단의 
응력확대계수와 재료의 파괴인성 값을 비교하여 안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BS 7910에서는 FAD의 종류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Level 2A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Level 
2A는 탄성계수와 항복응력의 함수로 정의 되며 ECA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FAD의 한 종류이다. Fig.2는 BS 
7910에서 이를 소개하고 있는 그림이다.   
 

Assessment point 

 
Fig. 2 Level 2A FAD  

 
assessment point의 위치가 FAD 안쪽에 위치 할 

경우에는 정의된 결함이 안정된, 즉 파단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이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정, 즉 파단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게 된다. Assessment point의 좌표를 

결정하는 Lr 과 Kr or rδ 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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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ref 는 reference stress, σY는 항복응력, KI는 Mode 
I에서의 응력 확대 계수, Kmat 은 응력확대 계수 값으로의 파괴 
인성치이다.   

Reference stress는 local section collapse와 net section 
collapse를 고려하기 위한 변수로 BS 7910에서는 각 결함 
형상에 따른 자세한 식들이 소개되어 있다.   

 
2.3 피로 균열 진전 곡선 
 
BS 7910에서는 재료에 따라, 환경 및 용접부의 유무에 

따라 각각에 대해 fatigue crack growth laws를 정의하고 
있다.  

 
- Recommended fatigue crack growth laws for steels in 

air 
- Recommended fatigue crack growth laws for steels in a 

marine environment 
- Simplified fatigue crack growth laws for steels 
 
용접부의 경우 load ratio가 0.5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잔류응력효과를  고려하여 균열진전 해석을 하게 
된다.  

균열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응력 확대 
계수의 하한계 값(K0)을 정의하고 있으며 비철 금속의 경우 
철 금속의 탄성계수와의 비로 나타낼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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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선 적용 사례 
 
당사에서 건조한 pipe laying vessel의 후판 용접부에 대해 

후열처리의 필요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ECA를 수행하였다.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에 따른 응력 결과 및 실험을 통해 
구하여진 CTOD 값을 이용하여 ECA를 수행 하였다. Fig.3은 
실선에서의 후열처리가 요구되는 구역들 (M1, M5, M6, 
M7)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M1 M5 M6, 7

M5
M6

M7

M1 M5 M6, 7

M5
M6

M7

 
Fig. 3 Target Zones Described as M1, M5, M6 and M7 
 
피로균열진전곡선을 제외한 재료 물성치들은 실험을 통해 

얻어 졌으며 그 ECA 계산을 위해 TWI의 CRACKWISE를 
사용하였다.  

초기 균열의 크기가 결정되면 CRACKWISE에서는 피로 
하중에 따른 균열 성장을 계산하고 FAD를 통해 성장한 
균열의 안정성을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계산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 입력 값들은 다음과 같다.  

 
► Dynamic and Static Stresses including residual 

stresses 
► CTOD, yield stress, ultimate stress, Paris Law 

coefficients  
► Component and crack geometry (type, size and Mk 

distribution) 
► Misalignment  
 
3.1 Stress history, 잔류 응력 
 
 정적 및 동적 하중에 따른 응력 결과를 얻기 위해 

spectral fatigue analysis가 다음과 같은 operating 
conditions에 따라 수행 되었다.  

 
► Medium Topside Transport Condition 
► Pipelay Condition 
► Transit Condition 
► Jacket Transport Condition 
 

   후열처리의 적용이 안 된 용접부의 잔류응력을 항복 
응력의 값으로 가정하였다. 잔류 응력은 후판 전체 두께에 

작용하며 secondary stress로 정의 되어 균열 선단의 응력 
확대계수를 구하는데 쓰이게 된다. 잔류응력 값을 항복응력 
값으로 가정하여도 균열이 안정성을 유지 한다면 
후열처리의 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3.2 재료 물성치를 위한 실험 및 적용 
 

피로 하중에 따른 균열 진전을 예측하기 위해 BS 7910의  
‘Recommended fatigue crack growth laws for steels in air’ 
를 사용하였으며 용접부임을 감안하여 load ratio가 
0.5이상의 경우에 쓰이는 값들을 사용하였다. Fig.4는 균열 
진전 곡선을 나타낸다.  
 

 
Fig. 4 Applied Paris law’s curve and definition 

 
실선에서는 SAW+FCAW와 FCAW의 두 가지 방식으로 

후판을 용접하게 된다. 이를 반영하여 각각의 용접 방법에 
대해서 CTOD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HAZ (Heat Affected 
Zone)에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계산에 필요한 항복 및 인장강도의 경우를 얻기 위한 
실험 대신 구매 요구 사항인 최소 요구치를 사용하였다. 
항복 및 인장강도가 작을수록 FAD의 크기도 작아지므로 
이는 보수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3.3 초기 균열 형상, Mk distribution, Misalignment 
 
초기 균열을 길이 5mm 깊이 1mm의 표면 균열로 

가정하였다. 표면 균열의 경우 굽힘 응력의 영향으로 인해 
내부 균열보다 응력 확대 계수가 더 크게 작용하므로 이는 
보수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초기 균열은 비파괴 
검사로 감지가 가능해야 하며 가정된 초기 균열 형상보다 큰 
균열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하게 된다.  

Weld toe에 발생하는 응력 집중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Mk distribution, Misalignment가 계산에 반영 되었다.  
표면 균열의 경우 그 깊이 정도에 따라 Mk factor를 

계산하여 이의 영향에 따른 응력의 증가분이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Misalignment는 추가적인 굽힘 응력을 유발한다. 당사의 
DSQS (Daewoo Shipbuilding Quality Standard)를 따라 
Butt 용접부의 허용한계인 4 mm의 Misalignment를 반영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3.4 계산 결과  
 
 4가지 구역 중에 65 mm 초과 되는 용접부에 대한 

ECA를 수행하였고 각 구역에 대해 부분적인 후열처리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1과 Table 
2는 면제 가능한 용접부에 대한 ECA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용접 방식에 따라 CTOD 값이 다르므로 각 경우에 대해 
각각의 결과를 도출 하였다. 피로 하중에 의해 진전된 최종 
균열의 크기를 계산하고 이때의 안정성을 FAD를 통해 확인 
하였다. Fig.5와 Fig.6는 FAD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7에서의 결과만 싣도록 하였다.   

 
Table 1 ECA Result in case of SAW +FCAW 

 Final Crack Size (mm) FAD Result at Max.SIF
Location Depth (a) Length (2C) Lr Kr Stable

M 1 1.067 5.368 0.293 0.414 OK 
M 5 4.574 32.819 0.505 0.940 OK 
M 6 1.074 5.426 0.399 0.466 OK 
M 7 2.447 15.097 0.594 0.778 OK 
 
Table 2 ECA Result in case of FCAW 

 Final Crack Size (mm) FAD Result at Max.SIF
Location Depth (a) Length (2C) Lr Kr Stable

M 1 1.067 5.368 0.293 0.320 OK 
M 5 4.574 32.819 0.627 0.800 OK 
M 6 1.074 5.426 0.399 0.358 OK 
M 7 2.447 15.097 0.594 0.583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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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D Result of M7 in case of SAW + FC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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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D Result of M7 in case of FCAW 
 
 

4. 결 론 
 

 당사에서 수행되었던 ECA의 간략한 이론에 대해 
설명하였고 후판 적용 부위에 대해 ECA를 수행하여 
후열처리의 면제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피로 하중에 의한 균열의 진전을 예측하는 식과 이 때 
균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FAD를 소개하였다. 이를 실선에 
적용하여 후열처리의 부분적 면제를 입증하는 ECA 결과를 
보였다. 실선 적용에서는 초기 균열형상을 결정하고 피로 
하중에 의해 성장한 균열에 대해 항복 응력 크기의 
잔류응력을 적용하여도 용접부의 안정성이 보장됨을 확인 
하였다. 즉, 초기 균열 크기 이상의 균열이 존재하더라도 
후열처리의 면제가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균열 
형상에 따른 응력확대계수의 계산은 실험적으로 구해진 
식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 적용이 제한적이고 균열이 
진전함에 따른 응력장의 변화를 반영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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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거주구와 선체의 진동을 유발시키는 주요 기진원인 주기관은 최근 저연비와 고출력 지향으로 기진력이 커지는
반면, 화물 적재공간의 확대 및 기관실 장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구조 부재 감소에 따라 거주구와 주기관의 진동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주구와 주기관의 진동 저감을 위해 주기관의 진동 제어 기술 개발과 거주구와 주기관의 비연성화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방진 장치의 적용, 고성능 톱브레이싱 개발 및 톱브레이싱 지지구조 강화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운반선의 초기 설계단계에서 주기관 횡방향 기진력에 의한 거주구의 진동 특성을 예측하고
거주구와 주기관의 비연성화를 위하여 톱브레이싱이 설치되는 선체 지지구조의 방진 설계를 도출하였으며 실선 계측을
통하여 진동 저감 효과를 검증하였다. 
 
Keywords: 주기관, 톱브레이싱, 거주구, 진동 저감, 비연성화, 방진 설계  
 

1. 서 론 
 
최근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선박의 운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저연비 고출력 주기관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기관에 비하여 횡방향 기진력이 
증가되고 주기관 회전수 감소에 따른 기진 주파수의 
저감으로 주기관 횡방향 기진력에 의한 거주구, 연돌 및 
선체의 진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물 
적재 공간의 확대 및 기관실 장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구조 부재가 감소되어 기존 선박 대비 기관실의 구조강성이 
약해져 다양한 기진력에 의한 진동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진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관 기진력 
자체를 제어하는 방법과 주기관과 선체 구조물과의 
비연성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매우 높은 
진동제어 효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톱브레이싱을 
이용하여 주기관의 기진력 전달 저감 및 거주구와의 
비연성화를 이룰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설계 초기 단계에서 주기관 횡방향 

기진력에 의한 거주구 및 선체 진동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톱브레이싱 지지구조의 개선을 통한 거주구와 주기관의 
비연성화, 거주구 및 주기관의 진동 저감 기술을 소개한다. 

 
2. 해석을 통한 선박진동예측 

 
컨테이너 운반선의 설계 초기 단계에서 진동 평가를 

위하여 Fig.1과 같이 전선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고 
기진력과  하중 조건을 반영하여 전선 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Finite element models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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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에 나타낸 해석 결과로부터 컨테이너 운반선의 

거주구 및 주기관에서 횡방향의 다소 높은 진동이 예상 
되었으며, 주기관 횡방향 모멘트 차수 성분의 진동 응답이 
지배적이고 주기관과 거주구의 응답 주파수 특성이 
일치함으로 미루어 볼 때, 주기관과 거주구가 연성되어 
진동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주구 및 주기관의 
비연성화를 통하여 거주구 및 주기관의 진동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a) Vibration level of deck house in the transverse direction 

 
(b) Vibration level of main engine in the transverse direction 
Fig. 2 Vibration analysis results of the container carrier 
 

3. 원인분석 및 방진 설계안 도출 
 

3.1 원인 분석을 통한 진동 제어 방법 선정 
 
진동 해석 결과로부터 거주구의 진동 발생 원인은 

거주구와 주기관의 구조적 연성과 주기관 횡방향 기진력 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진동 문제가 발생한 거주구의 진동 
제어를 위해서는 기진력인 주기관 횡방향 모멘트의 제어 
또는 거주구와 주기관을 비연성화시켜야 한다. 주기관 
횡방향 모멘트의 제어는 주기관용 고차 방진장치를 
이용하여 반대 위상의 힘을 주기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기진력 제어를 할 수 있지만 방진장치의 제작/설치, 
비용 및 유지 보수 문제 등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거주구와 주기관의 구조 비연성화를 통한 진동 제어의 경우 
기진력 전달 경로 제어를 통한 원천적 진동 저감이 
가능하지만 선박의 구조 변경 또는 보강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설계 변경이 
고려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대상 선박인 컨테이너 운반선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진동 
평가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거주구와 주기관의 구조적 
비연성화를 통하여 진동을 제어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한 주기관 및 거주구의 진동 저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2 방진설계 안의 도출 

 
방진설계 안을 도출하기 위해 Fig.3에 나타낸 거주구와 

주기관의 연성 모드 형상을 분석해 본 결과 두 선박 모두 
주기관의 횡방향 모멘트를 1차적으로 제어하여 주는 
톱브레이싱의 지지구조 강성이 약하여 톱브레이싱의 강성 
및 감쇠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톱브레이싱을 지지하는 부위에 
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하지만, 화물 
적재량 증가, 선주 요청에 의한 주기관 변경 및 기관실 
장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대상 선박의 경우 톱브레이싱이 지지되는 격벽 
후면에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어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의 설치는 불가능하며, 설계 변경 및 장비와의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Fig.4와 같이 격자구조 보강을 통하여 
지지구조 강성을 확보하였다.  

 

 
Fig. 3 Vibration mode shape of engine room and deck 
house 
 



 
Fig. 4 Reinforcement design of top bracing supporting 
structure 
 

보강안 적용 후 Fig.5와 같이 선체 지지구조의 강성 
확보로 인해 주기관 횡방향 고유진동수가 약 0.7Hz 
상승하여 거주구의 진동 모드가 주기관 기진력과의 공진이 
회피되었고, 톱브레이싱의 강성 및 감쇠 성능 극대화로  
진동 응답 수준이 현저히 감소됨을 예측할 수 있었다.  

 

 
(a) Vibration level of deck house in the transverse direction  

 
(b) Vibration level of main engine in the transverse direction 
Fig. 5 Vibration reduction after reinforcement of top bracing 
supporting structure of the container carrier 

 
 

4. 실선 적용 및 효과 검증 
 
해석적으로 도출된 보강안을 Fig.6과 같이 실선에 

적용하였고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컨테이너 운반선의 

시운전시 진동 응답 수준을 계측하였다. Fig.7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에서 예측된 결과와 실선에서 계측된 
결과가 매우 유사한 진동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진동 응답 
수준 또한 낮게 계측되었다.  

이로부터 해석의 정확도 및 보강안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톱브레이싱 지지구조 개선을 통한 
톱브레이싱의 효율 극대화를 통해 거주구 및 주기관의 
비연성화를 이루어 진동이 제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6 Reinforcement of top bracing supporting structure of 
the container carrier 
 

 
Fig. 7 Transverse vibration level of deck house in the sea trial 
of the container carrier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수행된 전선 

진동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관과 거주구의 비연성화를 
통한 거주구의 진동제어 방법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과정을 
서술하였다. 

선박 초기 설계 단계에서 거주구, 선체 및 주기관의 응답 
특성 및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거주구에서 발생한 진동의 
원인은 거주구와 주기관의 구조 연성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진동 모드의 형상 



분석을 수행하여 주기관과 거구주의 비연성화를 위한 
톱브레이싱 지지구조의 강성을 증가시키는 보강안을 
도출하였으며 해석을 통하여 비연성화의 효과를 예측하였다.  

해석적으로 도출된 보강안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선박의 
시운전 시 진동 응답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해석을 통한 
예측 결과와 유사한 응답 경향을 확인하여 해석의 신뢰성 및 
보강안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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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RP 선박의 갑판부에 탑재된 수산 관리용 크레인은 작업 시 크레인의 자중, 동하중으로 인하여 선박
에 편심 하중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FRP 갑판부와 크레인의 체결부에 집중 응력을 발생시켜 선박의 
구조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조선소에서 개발된 전복 관리용 
크레인이 FRP 관리 선박에 탑재되어 운용되었을 때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크레인의 작업 성능을
감안한 다물체 동역학 해석을 통해 크레인 및 선박에 작용하는 동하중 유형과 크기를 산정하고, 산정된
하중을 적용하여 크레인 및 선박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선체와 크레인의 체결부에 대한 
구조강도해석을 수행하여 적정한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상용화를 위한 개선설계를 수행하였다.

Keywords : FRP boat(FRP 선박), Structural safety(구조안전성), Deck crane(갑판 크레인)

1. 서 론
전남 서남권에 많이 위치한 전복양식은 먹이체취 및 먹이제공

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
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뉴텍에서 전복수확용 관리기를 
개발함에 따라 크레인을 이용한 먹이채취 및 먹이제공을 수월하
게 함은 물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주)뉴텍에서는 새
로운 형식의 전복관리 크레인을 개발하여 이를 상용화할 계획인 
바, 구형과 신형크레인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고자 한다. 이에 
따라 크레인의 움직임 모션에 대한 다물체 동역학 해석(Multi 
Body Dynamics Analysis)을 통해 동하중을 예측하고, 발생된 동

적 하중에 대한 크레인 각 부재의 구조 강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크레인이 선체에 탑재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체와 
크레인의 체결부에 대한 구조강도해석을 수행하여 선체 구조안
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해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구형 크레인의 

다물체 동역학 해석 및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강도를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크레인과 선체의 interaction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한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은 부품간의 연결부위의 
조인트부에서의 변위와 회전에 의한 반력을 구하는 것을 목적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으로 시간이력에 따른 부품의 응력 및 변형의 변화가 크지 않
은 조립품의 동역학 해석으로써 강체동역학 해석(Rigid 
Dynamics Analysis)을 수행한다. 부품간 조인트부 조건은 경계
조건인 body-body와 body-ground로 주 조건은 각각 revolute, 
translational, slot, universal, cylindrical, planer, spherical 등
으로 나누어지고 davit의 운동에 직접 관여하는 각 파트들의 연
결부위인 조인트의 최소 자유도만 사용하여 선형해석을 수행한
다. 시간 이력에 따른 크레인의 작업 움직임에 대한 다물체 동
역학 해석을 통해 동하중 크기와 유형을 산정하고, 산정된 하중
을 적용하여 크레인의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다. 이후 선체 상부에 위치한 고정부에 다물체 동역학 해석으로
부터 산정된 크레인 동하중을 적용하여 선체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다. 선체 구조해석 시 기본 전제 조
건으로 FRP 선박의 경우 건조공정에 따라 재료 특성이 매우 상
이하여 실 구조물 구조 안전성 평가를 엄밀하게 수행하기는 어
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FRP 선박의 구조해석은 현재 학계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구조해석의 과정을 따랐으며 FRP 재료 특
성은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체결부 동하중 산정을 위한 다물체 
동역학 해석 및 결과

3.1 해석 모델링

구조해석 범용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 Rigid 
Dynamics 모듈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각 체결부
(joint)에 작용하는 반력을 계산한다. 먼저 크레인의 모델링에 
있어 크레인이 선체와 체결되는 부분은 고정(fixed), 회전이 발
생하는 부분에는 revolute, 실린더와 같이 회전이 아닌 길이 변
화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translational로 체결부 조건을 부여하
여, 실제 크레인의 운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
릭 실린더에 Joint-Displacement를 정의하고 구동속도를 부여
하여 시간에 흐름에 따른 다물체 동역학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시간 이력에 따라 크레인 각 체결부(joint)에서의 반력(reaction 
force)를 산정한다. 이때 발생하는 반력 중 시간 이력에 있어서
의 최대값을 산정하여 이후 수행하는 크레인 구조해석의 하중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크레인이 최대 동하중을 받는 상태는 
Fig.1 과 Fig.2와 같이 붐(boom)이 최대로 확장된 상태라는 것
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붐실린더(boom cylinder)와 아우터실린
더(outer cylinder)는 최대로 확장된 상태에서, 데릭실린더의 구
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직 상하운동만을 해석 범위로 하였다. 크
레인에 작용하는 외부 하중은 아우터실린더의 끝단부인 집게부 
위치에 300kgf의 자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울러 데릭

실린더의 구동 속도는 실측된 속도를 기초로 0.1m/sec. 
(6m/min)로 결정하였으며, 크레인 포스트와 붐이 직교한 상태
에서부터 연직 상향 방향으로 최대로 구동하는 데 필요한 총 6
초간에 걸친 운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크레인은 신형과 구형 각
각에 대해 ANSYS Design Modeler을 통하여 3차원 Solid 
modeling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은 선체와 체결되는 부분인 
크레인 프레임 하단부를 고정시켰다.

Fig. 1 Old type crane model

Fig. 2 New type crane model
3.2 구형크레인의 다물체 동역학 해석

구형 크레인에서 반력이 도출되는 크레인 체결부의 정의와 
데릭실린더의 구동부 메커니즘은 Fig. 3과 같다. 해석의 결과로
써 데릭실린더와 붐 실린더 사이의 revolute 6, 7, 9, 10 에서 
최대의 반력(force sum)이 작용하였으며, 반력의 크기는 100kN
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선체와의 고정단에서는 
10kN 수준의 반력이 산정되었는데 이는 크레인과 집게부에 작
용하는 외부 하중의 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한 해석이 이루
어짐을 알 수 있다. 이때 크레인의 자중은 크레인 내부의 작은 
구동체와 같은 기기류와 유압호스 및 작은 피스류를 제외한 것



Sress Von Mises Stress Deformation
Outer 
boom 37.1 MPa 48.7 MPa 18.94 mm
Boom 169.6 MPa 177.3 MPa 0.98 mm
Post 172.1 MPa 233.5 MPa 3.23 mm

이다(즉, 순수 모델링된 크레인의 자중).

Fig. 3 Joint definition of old type crane

3.3 신형크레인의 다물체 동역학 해석

신형 크레인에 있어서 반력이 도출되는 크레인 체결부의 정
의와 데릭실린더의 구동부 메커니즘은 Fig. 4와 같다. 해석의 
결과로써 아우터 붐(outer boom)과 붐(boom) 사이의 revolute 
4와 5에서 최대의 반력(force sum)이 작용하였으며, 반력의 크
기는 140kN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선체와의 
고정단에서는 13kN 수준의 반력이 산정되었는데 이는 크레인과 
집게부에 작용하는 외부 하중의 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한 
해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때 크레인의 자중은 구형과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였다.

Fig. 4 Joint definition of new type crane

4. 크레인 구조해석
4.1 구형크레인의 구조해석 및 결과

구형 크레인의 구조해석은 아우터 붐(outer boom), 붐
(boom), 포스트(post)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으로 산출한 반력을 각 파트의 하중조건으로 부여

하였고, 경계조건을 결정하였다. 각 파트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아우터 붐(outer boom)의 구조해석 결과 길이 방향의 응력
성분과 Von Mises stress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최대 37MPa
와 48MPa로 재료의 항복 강도가 750MPa임을 감안하면 구조
적으로 매우 안전함을 알 수 있으며, 변형은 최대치가 
18.94mm로 나타났다.

붐(boom)의 구조해석 결과 길이 방향의 응력성분과 Von 
Mises stress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최대 169.6MPa와 
177.3MPa로 재료의 항복 강도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알 
수 있으며, 변형은 최대치가 0.98mm로 변형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포스트(post)의 구조해석 결과 길이 방향의 응력성분과 Von 
Mises stress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최대 172MPa와 233MPa
로 다른 파트보다 큰 하중이 걸리지만 항복 강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변형은 최대치가 3.23mm로 
나타났다.
Table 1 Structural analysis results of old type crane

4.2 신형크레인의 구조해석 및 결과

신형 크레인의 구조해석은 구형과 마찬가지로 아우터 붐
(outer boom), 붐(boom), 포스트(post)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으로 산출한 반력을 각 파트의 
하중조건으로 부여하였고, 경계조건을 결정하였다. 각 파트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우터 붐(outer boom)의 구조해석 결과 길이 방향의 응력
성분과 Von Mises  stress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최대 
112MPa와 137MPa로 재료의 항복 강도가 750MPa임을 감안하
면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형 최대치는 0.9mm
로 나타났다.

붐(boom)의 구조해석 결과 길이 방향의 응력성분과 Von 
Mises stress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최대 116MPa와 174MPa
로 재료의 항복 강도가 750MPa임을 감안하면 구조적으로 안전
함을 알 수 있다.

포스트(post)의 구조해석 결과 길이 방향의 응력성분과 Von 



Sress Von Mises Stress Deformation
Outer 
boom 112.2 MPa 137.1 MPa 0.9 mm
Boom 116.6 MPa 174.8 MPa 16.15 mm
Post 70.8 MPa 137.5 MPa 1.37 mm

Item Dimension (m)
Length over all 16.10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13.05
Moulded breadth 5.00
Moulded depth 0.80
Design draft / 0.68
Sheer at A.P 0.08
Sheer at F.P 0.38
Rise of Floor 0.37

Structural member Thickness Structural member Thickness
Deck plate 6.893 mm Bottom plate 6.893 mm

Deck girder 3.974 mm Bottom beam 10.62 mm
Deck Beam 2.919 mm Bottom longi. 3.974 mm
Deck longi. 2.919 mm

Mises stress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최대 70MPa와 137MPa로 
항복 강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변형 최
대치는 1.37mm로 도출되었다.
Table 2 Structural analysis results of new type crane

5. 선체 구조해석
5.1 전복관리선의 제원 및 특성

해석대상인 전복 관리선은 전라남도 강진조선소에서 건조된 
8.55ton FRP선박이며 주요 치수는 Table 3과 같다. FRP 전복 
관리선은 선체(hull), 격벽(bulkhead), 보강재(stiffener), 용골
(keel)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체 주요부의 두께는 설계 및 건
조사양 상의 Mat와 Roving의 적층 수에 따라 기존 FRP선박의 
자료를 인용하여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Principal dimensions of FRP boat

Table 4 Thickness of structural members

5.2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FRP boat의 제원 및 특성을 이용한 선체 모델링은 Fig. 5
와 같다. 구조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는 ANASYS에서 제공하는 
SHELL181 및 BEAM 188이며, 쉘 요소는 선체 외판 등 plate 
에 적용하였고, 빔 요소는 종/횡 보강재에 대하여 등가 강성을 
산정하여 물성을 부여한 후 모델에 적용하였다.

전복관리선 전선구조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은 
다음과 같다. 선미부의 중앙부에 대한 한 점을 선택하여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고 선수부의 중앙부에 위치한 한 점에 대해 길
이 방향만의 자유도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경계조건에 의한 해
석모델의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Inertia Relief (강체거동제거) 
기능을 사용하였다. 크레인에 의해 발생하는 동적 하중은 다물
체 동역학 해석으로부터 산정된 하중을 적용하였으며, 선체에는 
유체 정수압을 수심에 따라 분포시켰다. 

선체와 크레인의 체결부는 선체 갑판부에 강판(foundation 
plate)을 대고 볼트 체결하였는데, 크레인의 동적 하중은 이 강
판과 크레인이 연결되는 부분을 따라가는 분포하중으로 하였다. 

Fig. 5 FRP boat model

5.3 구형 크레인 탑재 선체 구조해석 결과

구형 인양기가 탑재된 전선구조해석 결과는 선체 길이 방향
의 응력성분, 폭 방향의 응력성분, Von Mises stress를 기준으
로 볼 때 각각 최대 84.45 MPa, 70.1MPa, 84.6 MPa로 재료
의 항복 강도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변형 역시 최대치가 
5.94mm 수준으로 유의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FRP의 항복강도가 115MPa임을 감안하면 각각 0.73
과 0.74에 해당되는 것이다. 선체에 유발되는 응력 수준을 Von 
Mises stress로 판단하면 안전계수 약 1.36에 해당되는 것으로
써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응력 수준을 보다 
더 낮추기 위한 개선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설계 방
안으로는 선체 갑판부의 보강을 보다 강화한다든지, 선체 위에 
탑재되는 foundation 강판의 크기를 키워 응력을 분산시키는 
등의 대안이 있다고 하겠다.



x-Stress y-Stress Von Mises Stress Deformation
84.45 MPa 70.14 MPa 84.6 MPa 5.94 mm

x-Stress y-Stress Von Mises Stress Deformation
50.44 MPa 40.37 MPa 52.40 MPa 7.77 mm

Old type crane New type crane
Outer boom 48.7 MPa 137.1 MPa

Boom 177.3 MPa 174.8 MPa
Post 233.5 MPa 137.5 MPa

Old model New model
Von Mises Stress 84.6 MPa 52.4 MPa

Table 5 Structural analysis results of previous model

5.4 신형 크레인 탑재 선체 구조해석 결과

    신형 인양기가 탑재된 전선구조해석 결과는 선체 길이 방
향의 응력성분과 Von Mises stress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최
대 50.44 MPa와 52.4MPa로 재료의 항복 강도보다 낮게 평가
되었으며, 변형 역시 최대치가 7.77mm 수준으로 유의할 수준
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체에 유발되는 응력 수준을 Von Mises stress 기준으로 
살펴보면 구형 크레인 설치시보다 약 30MPa 이상 작아진 것으
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안전계수 역시 기존의 1.36에서 2.19
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체 위에 탑재되는 
foundation 강판의 크기를 키워 응력을 분산시킨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형 및 신형크레인에 대한 전선구조해석 결과는 still water 
condition에서의 크레인 사용조건을 이상화한 결과로써 wave에 
의한 선박의 운동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므로 구조안전성 평가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보다 엄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파랑
하중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및 다물체 동역학 해석과 아울러 
크레인 사용 시 다양한 조건에 대한 stability check가 같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Table 5 Structural analysis results of new model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크레인의 작업 움직임에 대한 다물체 동
역학 해석을 통해 동하중 크기와 유형을 산정하고, 산정된 하중
을 적용한 크레인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 결과 신형 크레인의 동하중이 더 큰 
것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신형 크레인이 구형 크레인에 비해 
관성이 더 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출된 반력을 적용하여 구형 크레인 및 신형 크레인의 구
조 안전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Boom의 경우 큰 
차이나 없으나, 구형 크레인의 Post에 집중되는 응력을 신형에
서는 적정하게 분산시킨 설계안이 도출된 것으로 평가되다.

Table 6 Structural analysis results of crane

크레인과 선체와의 체결부에 대한 강도해석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선체 상부에 위치한 고정부에 다물체 동역학 해석
으로부터 산정된 크레인 동하중을 적용하여 선체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구형에서 집중된 응력 성분을 
foundation plate 크기를 크게 개선 설계함으로써 응력집 중도
를 완화시킨 결과로 보인다.
Table 6 Structural analysis results of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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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Buyers have been requested the vessels having the capability of carrying a variety of cargos to increase 

competitiveness and profitability on the shipping market. As part of the Buyer’s needs, The OHGCV(Open Hatch General Cargo 

vessels) have been designed to carry various cargos such as wooden pulp, Grain, Coal, Iron, and Ore Steel coil, In other words, the 

vessels have to be designed to withstand various loading conditions induced by a variety of cargos. So, in this paper, to study hull 

girder response characteristics of OHGCV compared with the containership and dry bulk carrier by the FE analysis of 3 cargo 

hold and whole ship. 

 

Keywords: Open hatch general Cargo Vessel(OHGCV), Pulp carrier(펄퍼 운반선)  

 

 

1. 서 론 

 

최근 각 선사들은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화물 운송이 가능한 

선박을 요구하고 있다. 소개하고자 하는 OHGCV 선박은 

Wooden pulp, Grain, Coal, Iron, Ore 및 Steel coil등 다양한 

종류의 화물 운송이 가능한 선박이다. 

운송되는 화물이 다양하다는 것은 화물이 가지고 있는 

형상 및 물성치가 상이하고, 이는 선체강도 측면에서 적재 

화물이 선체에 미치는 외력 요소가 다르므로 구조 안정성 

평가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펄프 적재 및 운송 시 펄프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화물창 내부의 용접 Bead의 높이까지도 제한되고, 

중앙부에 Hopper나 Bench가 없으며, 응력이 집중되는 

화물창 모퉁이 부분의 부재 돌출이 없는 직각형상 등, 구조 

형상 및 강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부 구조는 컨테이너선과 유사하게 Upper deck가 

개방되어 있어 비틀림 모멘트를 고려한 컨테이너선의 설계 

개념이 요구되고, 하부 구조는 벌크선과 유사하게 밀도가 

높은 화물이 적재되어 고밀도 화물 적재를 고려한 벌크선 

설계 개념이 요구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벌크선 기반의 화물창 해석과 

컨테이너선 기반의 전선 해석을 통해 OHGCV 선박의 

다양한 화물 적재 조건에서의 구조응답을 분석하고 구조 

형상의 제약을 받는 응력 집중 부위에 대한 최적화된 

구조형상을 연구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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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당사에서 건조 중인 57K OHGCV 선박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2. 1 주요 제원 

본 선박은 Double bottom & Side water ballast를 가진 

8개의 Cargo hold로 구성되며 Cargo hold 사이에 H.F.O 

Tank가 위치하고 H.F.O tank 상부에 Deck crane이 설치된다. 

 

 

Fig. 1 General Arrangement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Item 주요치수 

LENGTH O.A L.O.A Appx. 199.90m 

LENGTH B.P L.B.P 191.80m 

LENGTH SCANT.  LS 186.80m 

BREADTH B 32.26m 

DEPTH D 19.30m 

SCANT. DRAFT TS 12.70m 

 

2. 2 OHGCV & 컨테이너선 구조 형상 비교 

본 선박의 상부 구조는 Fig. 2 ~ 3 과 같이 컨테이너선과 

유사한 구조형상으로 Upper deck가 개방되어 있고, Upper 

deck 하부에 통행로가 위치하며 개방된 Upper deck의 

단면을 보상하기 위해서 Longitudinal bulkhead와 Side shell 

사이에 Torsion box가 위치하고 Upper deck 상부에 

연속적인 Hatch coaming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부의 Cargo hold에는 Bench 구조가 없으나 선, 수미의 

폭이 좁은 No.1 & 8 Cargo hold에는 컨테이너선과 유사하게 

Bench 구조가 있다.  

 

 

Fig. 2 OHGCV선 Midship section 

 

 

Fig. 3 컨테이너선 Midship section 

 

그리고 Fig. 4 와 같이 Torsion box와 Hatch coaming 

구조는 컨테이너선과 유사하나 펄프 적재 시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Hatch coaming top plate가 Longitudinal bulkhead의 

측면에 취부 되도록 설계되었고 Torsion box 와 Hatch 



coaming의 Plate는 후판이 적용되었다. 

 

            

OHGCV                         컨테이너선 

Fig. 4 Detail of Box Girder 

 

2. 3 구조강도 측면 적용 Notation 

본 선박은 HC-A와 IB-1의 Notation이 적용됨에 따라 

HC-A는 CSR의 BC-A에 상응하는 “Holds No. 2, 4, 6, 8 may 

be empty with Max. Cargo Density 3.0 t/m3“조건을 

고려하였고, Grab Notation IB-1 적용으로 Inner bottom& 

Bench top에 Plate 두께 증가를 고려하였다. 

 

3. Direct Strength Analysis for C/H 

 

Cargo Hold 내의 구조 강도 검증을 위하여 DNV Rule 

CN31-1 “Strength analysis of hull structure in bulk carriers”의 

구조해석 절차에 따라 항복 강도, 좌굴 강도와 피로 강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3. 1 구조 해석 모델 

DNV Rule에 따라 Cargo hold의 두 가지 형태인 Ore 

hold와 Empty hold에 대해서 각각 Fig. 5 와 같이 Target 

hold와 선수미 각 1/2 Hold를 Modeling 하였다. 

 

 

 

Fig. 5 Model of FE Analysis 

 

3. 2 경계 조건 

DNV Rule에 따라 Cargo hold model에 대한 경계 조건을 

Table 2와 같이 적용하였다. 

 

Table 2 Boundary Condition for FE Analysis 

 

 

 

3.3 하중 조건 

DNV Rule CN31-1 “Bulk carrier”과 본 선박의 실제 

운항조건을 고려하여 Table 3과 같이 항복 강도와 좌굴 강도 

평가를 위한 하중 조건을, Table 4와 같이 피로 강도를 위한 

하중 조건을 Ore hold와 Empty hold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Table 3 Loading Condition for Cargo Hold Analysis 

 

 

 

 

 

 

 

 

 

 

Table 4 Dynamic Load case for Fatigue Analysis 

 

 

3. 4 구조해석 결과 

항복 강도와 좌굴 강도 평가를 위한 Cargo hold 구조 해석 

결과는 CSR이 적용된 Bulk Carrier의 그것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요 사항으로 이중저 구조의 Primary support 

members의 부재치수는 Fig 6 ~ 7과 같이 LC3-a/b (BC-A) 

Condition에서 결정되었고 Transverse bulkhead를 포함한 

Vertical members의 부재치수는 Fig. 7 ~ 8과 같이 LC7 (Bulk 

Cargo with Filled Hold) Condition에서 주로 결정되었다.  

  

 

Fig. 6 Deformation of LC3-a Condition 

 



 

Fig. 7 Shear Stress of Double Bottom Girder & Floor induced 

by LC3-a Condition 

 

 

Fig. 8 Deformation of LC7 Condition  

 

 

Fig. 9 Y-Direction Stress of Bulkhead induced by LC7 

Condition 

 

그러나 본 호선은 Bench나 Hopper가 없고 Bulkhead하부 

Lower stool이 없는 등의 취약한 하부 구조로 인해 Fig. 10과 

같이 Bottom shell에서 Tension stress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추가 보강이 필요하였다. 

 

 

Fig. 10 Tension Stress X-Direction of Bottom Shell plate  

 

그리고 피로 강도 평가를 위한 구조해석 경향도 

마찬가지로 Bulk Carrier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본 호선의 

크기가 Rule 상의 Alternate condition을 적용 받는 Case가 

아니어서 Table 5의 경우와 같이 일부 두께 보강과 Smooth 

grinding으로 Rule requirement인 World Wide 20년의 피로 

수명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Table 5 Fatigue Life Calculation 

 

  

4. Global Analysis 

 

컨테이너선과 같이 취약한 상부 구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DNV Rule CN31-7 “Strength Analysis of Hull 

Structures in Container Ships”의 전선해석 절차에 따라 Hatch 

Coaming top corners, Upper deck hatch corners와 Bilge area 

등에 대한 항복 강도와 피로 강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4.1 구조 해석 모델 & 경계조건 

구조 해석 모델은 Fig. 11과 같이 Whole ship modeling을 

수행하고 Stress가 집중되는 Hot spot stress 지역은 

국부적으로 Fine mesh modeling을 수행하였다.  

경계 조건은 DNV Rule에 따라 F.P Bottom에서 Y, Z 변위를 

구속하고 A.P Bottom에서 X,Y,Z 변위를 구속하고 A.P의 

Upper Deck에서 Y 변위를 구속하였다. 

 

 

Fig. 11 FE Model for Global Analysis 

 

4.2 하중 조건 

DNV Rule에 따라 Ultimate Limit State (ULS)와 Fatigue 

Limit State (FLS)에 대해 각각 Table 6 ~ 7과 같이 하중 

조건을 적용하였다.  

 

Table 6 Loading Condition of Global Analysis for ULS 

 

 

Table 7 Loading Condition of Global Analysis for FLS 

Case  Stress Combination  

Case 1  VWBM  

Case 2  HWBM + Mwt1(P)  

Case 3  HWBM + Mwt2(P)  

Case 4  HWBM + Mwt1(S)  

Case 5  HWBM + Mwt2(S)  

<Remark> 

- VWBM : Vertical wave bending moment  

- HWBM : Horizontal wave bending moment  

- Mwt1 & Mwt2 : Rule defined wave torsion moment(still water 

and wave torsion) reduced to probability level for fatigue 

assessment from Rule wave torsion moment  

-(P) & (S) : direction of torsion, (P) is port and (S) is starboard 

direction  

 

 

Fig. 12 Rule Wave Torsion Moment 

 

4. 3 구조해석 결과 

먼저, ULS의 하중조건에서 전선해석을 수행하여 Fig. 13과 

같은 Deformation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Torsion 

Moment가 가장 크게 걸리는 No.2와 No.7 Hold의 Torsion 

box 주변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Fig. 13 Deformation of Global Analysis 

 



각각의 취약 부분에 대한 Hot spot stress level에 따라 판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보강하면서, Fig. 14 ~ 15와 같이 

Upper deck 구간의 Reverse bracket과 Hatch coaming end 

bracket에 대한 Bracket의 최적화 연구를 함께 수행하여 

Stress 집중을 막고 두께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형상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Fig. 14 Structural Optimization i.w.o E/R BHD 

 

 

Fig. 15 Structural Optimization i.w.o No.2 Hold 

 

다음으로, FLS의 하중조건에서 전선해석을 수행하여 

Torsion box 안의 부재들의 피로수명을 평가하였다. 

피로수명을 위한 Hot Spot Stress의 계산은 DNV Rule 

CN30.7 “Fatigue Assessment of Ship Structures”를 바탕으로 

Fig. 16, Table 8과 같이 부재의 위치와 용접형태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고 Rule requirement인 World Wide 20년의 

피로수명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평가하였다.  

 

 

 

Fig. 16 Hot Spot Stress Between No.1 & No.2 Hold 

 

Table 8 Fatigue Calculation 

 

 

전선해석을 통한 피로강도의 평가 결과, Torsion box 내 

부재들의 치수가 대부분 증가되었고 부재 간의 연결 지점은 

Smooth grinding을 통한 피로 수명 개선 효과를 통해서 

Rule requirement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OHGCV 선박의 아래와 같은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항복 강도와 좌굴강도는 CSR이 적용된 Bulk Carrier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났으나, Bench나 Hopper가 없고 

Bulkhead하부 Lower stool이 없는 등의 취약한 하부 



구조로 인해 Bottom shell에서 Tension stress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ULS의 하중조건에서 전선해석 결과 Torsion 

moment가 가장 크게 걸리는 No.2와 No.7 Hold의 

Torsion box 주변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고, 

이 부분의 Stress 집중을 막기 위한 Upper deck 

구간의 Reverse bracket과 Hatch coaming end 

bracket에 대한 형상 최적화 검토가 요구된다. 

 

3) FLS의 하중조건에서 전선해석을 통해 피로수명 

평가한 결과 Torsion box 내 부재들의 치수가 대부분 

증가가 필요하고, 연결 지점은 Smooth grinding을 

통해 피로 수명 개선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Det Norske Veritas, 2011, Classification Notes No. 31.7, 

Strength Analysis of Hull Structures in Container Ships. 

Det Norske Veritas, 2012, Classification Notes No. 31.1, 

Strength Analysis of Hull Structures in Bulk Carriers. 

Det Norske Veritas, 2010, Classification Notes No. 30.7, 

Fatigue Assessment of Ship Structures. 

. 



기하학적 변위 이론을 적용한 VLCC 최종종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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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a VLCC considering

Kinematic Displacement Theory 
Joonmo Choung, Ji-Myung Nam, Gokhan Tansel TAYYAR, Sung-Won Yoon 

 
 

요 약 
 

This paper presents prediction of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a VLCC, “Energy Concentration” for which many 
benchmark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kinematic displacement method proposed by Tayyar and Bayraktarkatal
(2012). Kinematic displacement theory provides semi-analytical solution of average compressive strengths for various kinds
of stiffened panels. The accuracy of average compressive strengths obtained from formulas of CSR(common structural
rules) for tankers and kinematic displacement method are discussed in the fore part of this paper. Hull girder ultimate
strengths using Smith method are also compared for different average compressive strengths.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benchmark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new method provides lower bounds, because hull girder strengths under the
sagging and hogging moment conditions approach nearly lower bounds. 
 
Keywords : Average compressive strength(평균압축강도), Initial deflection(초기처짐), Kinematic displacement theory(기하학적 변위 이론),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최종종강도) 
 

1. 서 론 
 
선박의 최종종강도 및 잔류종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설계식, 비선형 유한요소해석(nonlinear FEA), 반복 
증분법(IIM, iterative-incremental method)등이 있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할 경우 해석의 정확도는 높으나 초기 
처짐 및 잔류 응력과 같은 비선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하고, 뿐만 아니라 해석의 결과값이 
엔지니어의 숙련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점진붕괴법(PCM, progressive collapse method)으로 
불리기도 하는 반복증분법은 Smith법(Smith, et al., 1977)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비손상 선박의 선체 강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Gordo and Guedes Soares, 1996; 
Gordo and Guedes Soares, 1997; Gordo, et al., 1996; 
IACS, 2010). Smith법을 이용할 경우 선체 단면을 구성하고 
있는 보강판의 평균압축강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평균압축강도를 계산할 때 부재간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외에 초기 처짐, 잔류 응력, 
뒤틀림 효과가 평균압축강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보강판의 평균압축강도 연구는 Cho, et al. (1998), Paik 

and Kim (2002), Paik and Thayamballi (2002), Gordo, et al. 
(1996), Tayyar and Bayraktarkatal (2012)등에 의하여 
수행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IACS(2010a; 2010b)에서도 
평균압축강도를 예측하기 위한 간이식(이하 CSR 간이식)을 
보강판의 형상 및 붕괴 모드별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yyar and Bayraktarkatal (2012)가 
제시한 기하학적 변위이론(KDT, kinematic displacement 
theory)을 이용하여 보강판의 평균압축강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기하학적 변위이론은 해석적 방법과 수치적 방법이 
혼합된 방법으로서 초기변형이나 잔류응력과 같은 문제에 
대해 확장성이 우수하고 사용성이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하학적 변위 이론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1970년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 의해서 건조된 
대형유조선 “Energy Concentration(EC)”을 대상 선박으로 
결정하였다. 1980년 항구에서 원유 하역 과정 중 종강도의 
부족으로 EC 선체 중앙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Rutherford and Caldwell (1990)은 설계식을 이용하여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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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의 종강도를 평가하고 횡압력, 초기 변형, 부식이 
최종종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Gordo, et al. 
(1996)은 기둥좌굴(flexural buckling)모드에 대해서 초기 
처짐과 부식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간이식을 이용하여 EC의 
최종강도를 평가하였다. Khan and Das(2006)는 보강판의 
기둥좌굴 및 트리핑(tripping)좌굴을 모두 고려하여 EC의 
최종강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체 단면을 구성하고 있는 보강판에 
대해서 CSR간이식과 기하학적 변위 이론을 이용하여 
평균압축강도를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houng, et al. 
(2012)이 제시한 새로운 점진붕괴법을 적용하여 EC의 
최종강도를 평가하고 타 저자에 의하여 제시된 EC의 
최종강도와 비교하였다. 

 
2. 보강판의 평균압축강도 

 
2.1 CSR 간이식 

 
IACS CSR(2012)에서는 선체의 최종강도 예측을 위해서 

증분 반복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평균압축강도를 예측하기 위한 간이식을 5가지 변형 
모드별로 제공하고 있다. 식 (1) 및 (2)는 각각 기둥좌굴과 
비틀림좌굴에 의한 붕괴모드를 나타낸다. 식 (3)은 AB(angle 
bar) 및 TB(tee bar) 보강판의 국부붕괴모드, 식 (4)는 
FB(flat bar) 보강판의 국부붕괴모드를 나타낸다. 요소별 
압축강도 산정을 위해서 식 (1), (2), (4) (FB의 경우) 또는 식 
(1), (2), (3) (AB, TB의 경우)으로부터 최소의 
평균압축강도를 제시하는 모드를 선택한다. 판부재의 
평균압축강도는 식 (5)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1)

 (2)

 (3)

 (4)2.25 1.25
0.1 1 1 1 ,  (5)

여기서 
 : ε for 0.0 ε 1.01.0 for ε 1.0   

 : 보강판의 길이 또는 프레임 간격 
 : 판재의 단면적(유효폭 기준) 

 : 판재의 단면적  
 : 보강재의 단면적 

 : 판재의 폭 
 : 판재의 폭(유효폭 기준) 
 : 보강재 플랜지의 폭 
 : 보강재 웨브의 유효 높이 

 : 보강재 플랜지의 두께 
 : 보강재 웨브의 두께 
 : 판재의 세장비 
 : 보강판의 평균압축강도 
 : 기둥형 붕괴 모드의 탄성 좌굴강도(판재 유효폭 기준)
 : 횡비틀림 붕괴 모드의 탄성 좌굴강도(판재 유효폭 

기준) 
 보강재 웨브 국부 붕괴 모드의 탄성 좌굴 강도(유효폭 

기준) 
 : 사변 단순 지지된 판재의 탄성 좌굴강도 

 : 보강판 변형률을 항복 변형률로 무차원화된 압축 
변형률 
= ε /ε  

 : 변형률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 
 

2.2 기하학적 변위이론 
 
기하학적 변위 이론에서는 임의의 하중 P ΔP에 의하여 

발생한 보강판의 기둥형 처짐곡선을 Fig. 2와 같이 n개의 
요소로 이산화하여 n번째 절점에서의 변위를 도출할 수 
있다. 즉 i 번째 미소요소에서의 처짐곡선을 dc 와 같이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수평 및 수직성분은 기하학적 
관계에 의하여 식 (6), (7)과 같이 나타낸다. 여기서 
처짐직선 dc 는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미지수 α  및 dθ 도 
Fig. 2로부터 식 (9) 및 (10)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Fig. 1의 절차에 의해 임의의 하중( P ΔP )와 
변위(∑ u )와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하중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Fig. 1의 절차를 반복하면 보강판의 
평균압축강도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du dc cos α (6)dv dc sin α (7)dc 2r sin dθ2 (8)

α θ dθ2 dsr ds2r  (9)dθ ds /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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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7X11.5 100x16 HTS 22 847X14 180X25 HTS
7 370X16  HTS 23 897X15 200X25 MS 
8 447X11.5 125x22 HTS 24 945X16 200X25 MS 
9 549X11.5 125x22 MS 25 897X15 200X25 HTS
10 597X11.5 125x22 MS 26 797X15 180X25 HTS
11 597X11.5 125x22 MS 27 347X11.5 125X22 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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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체의 최종강도 평가를 위해서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EC의 중앙 횡단면도를 구성하는 보강판의 
이산화를 수행하였다. 단면의 반폭에 사용된 보강판 요소의 
개수는 총 128개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하우스 프로그램 
UMADS(Choung, et al., 2012)를 이용하여 Fig. 5와 같이 
단면을 구성하였다. 

 

 
Fig. 4 Cross-section of EC 

 

 
Fig. 5  Midship section using UMADS program 

3.2 평균압축강도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균압축강도의 예측방법, 
부식여유, 그리고 초기변형을 기준으로 4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였다. 판재 1mm, 웨브 1mm, 플랜지 2mm의 부식을 
가정하였다(Yao & Fujikubo, 2000). 초기변형의 경우 프레임 
간격의 0.1%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4의 경우 부식여유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초기처짐은 공식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Table 3 Analysis condition 
Scenario Formula Corrosion margin Initial deflection 

1 KDT None None 
2 KDT None 0.001 

3 KDT 
Plate
web

flange

: 
: 
: 

1mm 
1mm 
2mm 

0.001 

4 CSR None Inherent 
 
Fig. 6은 갑판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보강판(사용빈도가 

높은 보강판)에 대한 평균압축강도를 나타낸다. FB의 경우 
CSR  및 KDT를 이용한 평균압축강도의 최대값은 비교적 
일치하고 있지만 CSR이 전반적으로  KDT보다 
평균압축강도를 크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초기변형이 평균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2 및 시나리오3을 
비교하면, 평균압축강도 곡선에서는 부식여유효과로 인한 
보강판의 평균압축강도 감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CSR공식의 경우 평균압축강도의 최대값은 항상 
압축변형률( ε /ε )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할 때( ε /ε =1)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처짐이 이미 발생한 부재에 지속적인 
압축력이 작용할 경우 축응력은 압축력에 의한 성분과 
처짐으로 인한 굽힘모멘트에 의한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평균압축강도의 최대값에 상응하는 
평균압축변형률은 1.0보다 작은 값에서 발생해야 한다. 
KDT이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CSR공식의 경우 이러한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a) FB 

 

 
(b) TB 

 

 
(c) TB 

Fig. 6 Comparison of average compressive strength curve 
using kinematic displacement method 

 
3.3 EC 선체 최종강도 

 
본 논문에서는 모멘트 평면 0 ° (새깅조건)에서 

180 ° (호깅조건)에 대한 모멘트-곡률선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초기변형을 고려하게 되면 최종강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호깅 조건에서 더 
심하게 감소한다. 이는 Fig. 6 에 보인 바와 같이 선저부가 
압축응력을 경험할 때 선저부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TB보강판의 평균압축강도 감소율이 크기 때문이다. 
초기변형과 부식여유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게되면, 호깅,  
새깅에 관계없이 단면적의 전체적인 감소로 인하여 선체의 
최종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4를 비교할 경우 최종강도는 시나리오 2가 좀더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KDT 평균압축강도가 CSR 
평균압축강도에 비하여 보수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Fig. 
6 참조). 

 

 
Fig. 7  Relationship of moment-curvature for all scenarios 

 
Fig. 7에서 얻어진 선체 최종강도를 시나리오1의 

결과값으로 무차원화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또한 
단면적의 감소율도 동시에 나타내었다. 

 
Table 4 Comparison of reduction index for sagging and 
hogging condition 

Scenario Condition Area reduction Sagging Hogging 
1 1.000 1.000 1.000 
2 0.906 0.870 1.000 
3 0.865 0.823 0.948 
4 0.911 0.913 1.000 

 
Fig. 8은 모멘트평면(횡경사각, healing angle)의 변화에 

따른 최종강도를 단면의 완전소성모멘트로 나누어 나타낸 
최종강도선도이다. 시나리오 1에 비하여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3의 최종강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깅조건(모멘트평면 180 ° ) 부근을 제외하면 
KDT와 CSR(시나리오 4)이 유사한 최종강도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깅 각도 부근에서는 Fig. 6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선저부 TB보강판의 현저한 평균압축강도 감소로 
인하여 KDT를 이용한 선체 최종강도가 CSR을 이용한 
경우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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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선각의 잔류 종굽힘강도 평가
김대현, 이주성 (울산대학교)

Residual Longitudinal Bending Strength Assesment of Damaged 
Ship Girder

Dae-hyeon Kim and Joo-Sung Lee
(University of Ulsan)

요 약

풍력은 풍부하고 재생가능하고 깨끗하며 온실효과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
상은 바람의 품질과 양이 뛰어나므로 Offshore windturbine이 주로 설치, 이용되어지고 있다. Offshore windturbine의 보수, 유지를 
위한 vessel들이 접근 시 충돌로 인한 선각의 손상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위 해상환경에 의한 좌초 그리고 vessel들 간의
충돌의 의한 선각 손상이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좌초와 충돌에 의해 선체선각구조의 손상 발생 시 잔류 종굽힙 강도를 합리적으로 다루어 손상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손상의 정도 및 위치에 따른 잔류 종굽힙 강도의 변화 경향을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 상용패키지인 
ABAQUS를 이용하여 2800TEU급 Container Ship를 대상으로 손상의 정도와 위치를 달리하여 비선형해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가지 
손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른 잔류종굽힙강도 해석값을 비교하여 굽힘 강성의 손실정도에 대한 잔류종굽힙강도의 감소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이 예측식을 유추하였다. 

Keywords :  Damaged hull girder, Non-linear structure analysis, Residual longitudinal ben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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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 Scallop 제거 방법 및 쐐기형 세라믹 백킹재 
개발 
강성구† ․ 양종수․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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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ethod to Remove Weld Scallop and Ceramic Backing Material of 
Wedge Type 

SungKoo Kang† ․ JongSoo Yang ․ HoKyung Kim 
Research Institute of Technology, STX Offshore & Shipbuilding 

 

 

Abstract 
The weld scallop has been used for joining T-bars. There are a lot of weld scallops in shipbuilding. It is difficult to make scallop 
welding due to the inconvenient welding position. This results in many problems such as porosity, slag inclusion and etc.  
In this study, a new method is devised to remove the weld scallop by incorporating the CBM(ceramic backing material). The weld 
scallop is removed by an elongation of v groove. In order to insert a CBM into just beveled the area without weld scallop, the wedge-
shaped CBM is developed. The upper side of developed CBM is similar to the shape of general back bead. The under surface is saw-
toothed for cutting in a suitable length. This can be attached on the steel by using an adhesive tape like a general CBM. Welding 
experiments in normal and abnormal conditions are carried out. The possibility of burn-through is examined. Its applicability to 
shipbuilding is verified. 
 

Keywords :  Weld Scallop, CBM, Wedge type, Burn-through  

 

1. 서 론 
 

Weld Scallop은 선박 건조에서 많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Fig. 1

은 Block 탑재 단계에서 발생하는 T-bar의 Weld Scallop을 보여
주고 있다. 모든 T-bar는 Weld Scallop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에 

기초해 볼 때, 선박건조에서 수많은 Weld Scallop이 발생할 것이
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2012년 당사에서의 Weld 

Scallop 개수는 수 만개에 이르렀다.  

Fig. 2(a)는 Weld Scallop이 무언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Weld Scallop은 용접을 위해 임시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러므
로 이 fan 모양으로 생긴 Weld Scallop은 Build-up 용접으로 채
워져야 한다. 이 경우에 두 가지 용접 순서가 존재한다. 하나는 

Web 및 Face의 CBM fit-up, Web 수직 용접, Face 아래보기 용
접, Weld Scallop의 CBM fit-up 및 그것의 Build-up 용접이다. 

다른 용접 순서는 web 및 face의 CBM fit-up, face의 아래보기 

용접, web 수직 용접, Weld Scallop의 CBM fit-up 및 Build-up 

용접이다. 두 용접 순서 모두 Weld Scallop으로 인한 web 용접선
에 불연속부를 만든다.  

기본적으로 T-bar 높이가 deck에서 높지가 않다. 이로 인해 

Weld Scallop 용접 자세가 Overhead 자세와 유사하게 되고 용접
이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슬래그 혼입, 기공, 융합부족 등의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들은 노치로 동작하게 되고 피로 및 파
괴를 종종 발생시킨다.  

 

 
Fig. 1 Weld scallop at block joint stage 

 

Weld Scallop의 특징을 연구한 여러 논문이 존재한다. Kim et 

al.(2008)은 고강도강으로된 실 구조물 크기의 column-to-beam 

연결부를 연구하였다. Wei Zhuonin(2007)은 실구조물 크기의 

frame beam-column 용접부에 대한 피로 파괴 실험을 실시하였
다. Scallop 구조가 주요 파괴 안자임을 확인하였다. Kake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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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ideaki(2011)는 Scallop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
다. Mori et al.(2009)도 Scallop 대신 circular hole type으로 대신
하는 것이 beam-column 연결부의 크랙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임
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Weld Scallop이 존재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일부 연구는 Scallop 모양을 바꾸어 Notch effect를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Weld Scallop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Weld 

Scallop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용접기법 및 세라믹 백킹재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Weld Scallop 제거하는 설계 개념에 대한 소개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세라믹 백킹재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행한 용접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2. Scallop 제거 설계 개념 
 

Weld Scallop을 제거하기 위하여 Web V 개선을 Face plate바로 아래 
부분까지 열결하였다. Weld Scallop은 Web의 모재로 대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용접 감소가 발생한다. 용가재 및 필요 인력이 감소하게 된다. 
감소한 용접으로 인하여 잔류 응력이 발생하는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잔류 
응력 최대 값도 Weld Scallop 존재 시와 비교하여 감소하게 된다. 또한 
Weld scallop으로 발생하는 Web 용접선의 불연속부도 제거된다.  

 

 
(a) Weld Scallop(Before) 

 
 

 
(b) Removal of weld scallop(After) 

Fig. 2 Design concept to remove the weld scallop 
 

3. 쐐기형 CBM 개발 
 

Web V 개선에 CBM을 삽입하기 위해서 CBM은 쐐기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V 개선 루트 갭은 여러 가지 용인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다. 
CBM이 삽입되었을 때, 돌출되는 끝단부 길이가 변하게 된다. 적절한 fit-
up을 위해서 돌출된 끝단부는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CBM은 
적절한 홈 모양 및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가지 형태의 CBM을 시도하였다. 하나는 쐐기부분이 모두 절단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톱니 모양으로 된 것이다. 세번째는 톱니 + 
평평한 면으로 된 것이다. 절단된 형태는 낮은 강도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fit-up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직진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톱니 모양 형태는 여러 시도를 통해 나쁜 성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삼각형 이빨 부분이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소결한 후에 쉽게 조작으로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Fig. 
4(b)는 부서진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톱니 이빨 + 평평한 
면으로 이루어진 CBM이 시도되었다. 촘촘한 홈 간격은 다양한 루트 
갭에 대응하기 위해서 좋다. 그러나 조밀한 형태는 성형성이 나쁘다. 
그러므로 성형성과 동작성 사이에서의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4mm의 홈 간격이 적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ig. 
4(c)는 초기 개발된 4mm 홈 간격을 가지는 CBM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길이는 75mm로 개발되었는데, face plate의 전체 용접 길이를 커버하지 
못했다. 최소 150mm 이사의 CBM 길이가 되어야 용접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Fig. 5는 최종적으로 개발된 150mm CBM을 나타내고 있다. 
CBM 전면은 일반적인 이면비드 형태와 유사하다. 이 CBM은 일반 
CBM과 동일하게 접착테이프로 강재에 접착된다.  

 
(a) Sliced type 

 

 
(b) Saw tooth type 

 

 
(c) Saw tooth + flat surface type 



 

 
 
 

 

 

 

 

 

 

 

 

 

Fig. 3 Tried CBM type 
 

 
(a) Sample of sliced type 

 
(b) Sample of saw tooth type 

 
(c) Sample of saw tooth + flat surface type 

Fig. 4 Tried CBM of wedge type 
 

 
(a) Upper side 

 
(b) Under side 

Fig. 5 Final CBM of wedge type 
 

Fig. 6은 CBM이 face plate에 어떻게 fit-up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Web plate의 전면부에  개발된 CBM이 삽인된다. Web plate의 
이면부는 일반 CBM을 사용한다. Fig. 7은 여러 각도에서 본 fit-up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Fig. 6 Schematic diagram of CBM fit-up 

 

 
(a) 45° View 

 
(b) Top view 

Fig. 7 CBM fit-up shape from various angles 
 



 

 
 

 

 

 

 

 

 

 

 

 

 

 

 

 

3. 용접 실험 
 

3.1 시편 준비 
 

새로운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야드 조건에 기초한 용접 실험을 

수행하였다. 보통 Web 루트 갭이 Face 루트 갭보다 크게 형성된
다. 이 조건이 Fig. 8과 같이 시편에 반영되었다. Face 루트 갭 3

가지, Web 르투 갭 2가지를 고려하였다. 총 6개의 용접을 시도하
였다. 시편 세부 정보는 Table 1에 표시되었다. 용접은 당사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Fig. 8 Specimen size 

 

Table 1 Specimen data 

Case Face 
(mm) 

Web 
(mm) 

Joint1 
(mm) 

Joint2 
(mm) 

Steel 
Grade

개선각
(°) 

1 150*1
9 11 5 7 AH36 35~40

2 200*3
5 11 5 7 AH36 35~40

3 200*3
5 11 10 12 AH36 35~40

4 125*1
4 11 5 7 AH36 35~40

5 175*2
0 11 5 7 AH36 35~40

6 200*3
5 11 15 17 AH36 35~40

 
3.2 용접 결과 

 
Weld Scallop을 제거한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Face plate의 용접 실시 후 Face의 이면부를 조사하였다. Fig. 9는 
Case 1에서의 이면부를 표시하고 있다. Burn-through 및 Slag 
Inclusion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10은 용접이 완료된 후의 용접 시편을 보여주고 
있다. 시각 검사에서 아무런 용접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다. UT를 선택하여 사
용하였다. Face Plate 용접선과 Web Plate의 용접선이 교차하는 영

역, 즉 Weld Scallop이 존재하였던 부근을 중심으로 UT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Fig. 11은 UT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아무런 용접 결함
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Weld Scallop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 및 
쐐기형 CBM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 Face side of web 

 

 
(b) Back side of web 

Fig. 9 Back side after face plate welding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f) Case 6 

Fig. 10 Welding specimens 
 



 

 
 

 

 

 

 

 

 

 

 

 

 

 

 

 

 
Fig. 11 UT report 

 

4. 결 론 
 

Weld Scallop의 Build-up 용접은 용접 결함 가능성이 있다. 이
로 인해 피로 강도 및 파괴 인성이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Weld Scallop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Weld Scallop을 

제거하기 위해서 쐐기형 CBM이 개발되었다. 여러 테스트를 거쳐
서, 적절한 길이를 가진 쐐기형 CBM을 개발하였다. 용접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방법 및 CBM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
다.  

 
참 고 문 헌 

 

JongRak, K., SungBae, K. and JunYub, Q., 2008. Study 
on Elasto-Plastic Behavior of Column to Beam 
Connection with 600MPa High Performance Steel(SM 
570 TMC).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20(6), pp.691-700. 

Mori, M., Nakagomi, T., Suzuki, I. and Changsu, K., 2009. 
Source and Prevention of Cracking of Hop-Dip 
Galvanization Coating for Steel Beam-Column Joints. 
Quarterly journal of the Japan Welding Society, 27(1), 
pp.41-47. 

Takeshi, M. and Hideaki, H., 2011. Fatigue tests and 
stress analyses on connections between deck 
plates, Transverse Ribs and Trough Ribs in Steel 
orthotropic deck. Journal of Jap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67(1), pp.95-107. 

Wei, Z., 2007. Study on the Influence of Scallop Structure 
on A seismic Behavior of Beam-Column Welding 
Connection in Steel Frames. Industrial construction, 
37(7), pp.78-81. 

 
 

 

 

 

강 성 구 양 종 수  김 호 경  
 
 

 



마찰반용접 열전달 해석 방법의 비교와 입력 변수에 한 
파라메트릭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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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with friction stir welding heat transfer analysis methods 
and parametric study on input variables methods 

Sung Wook Kang, Beom Seon Jang 
 

 

요 약 
 

새로운 용접 기술인 마찰교반용접의 개발로 산업체에 많은 적용과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단순한 맞 기 용접뿐만
아니라 이종재료, 두께가 다른 시편, corner joint, hybrid welding 등에 한 연구도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 실험과 시뮬레이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논문들을 통하여 마찰교반용접
실험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 결과가 나왔는데, 주로 온도분포에 한 비교 결과이며, 간혹 잔류응력을 비교한 결과도
있었다. 정확한 온도분포의 결과를 예측하면, 잔류응력 값은 온도이력과 주위의 구속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달 해석 방법과 불확실한 변수에 해서 연구를 하였고, 각 각의 방법에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Keywords:Friction stir welding(마찰교반용접), Temperature history(온도 이력), Frictional heat(마찰열), Plastic dissipation(소성 소실) 
 

1. 서 론 
 
마찰교반용접은 1991년 영국 TWI사에 의하여 개발 된 

새로운 접합 기술이다(Thomas, et al., 1991). 
마찰교반용접의 원리는 접할 할 시편의 양쪽 끝을 지그로 
고정을 시킨 후, 고속으로 회전하는 툴을 연결 할 시편 
사이에 삽입하는 것이다. 일정시간을 제자리에서 회전시켜 
온도를 상승시킨 후 용접선을 따라 툴을 전진시키며 일정한 
속도로 용접을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마찰교반용접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먼저, 금속학적(Metallurgical)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마찰교반용접은 녹는점의 
80~90% (Chao, et al., 2003)온도에서 용접이 되는 
고상상태 용접이다. 기존에 용접이 어려웠던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에 적용가능하고, 얇은 두께의 재료에도 용접이 
가능하다. 또한, 용접 후 변형이 작고, 연결 부(joint 
area)에서 우수한 기계적 성질(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을 갖고, 응고균열의 발생(absence of 
solidification cracking)이 없다. 둘째로, 
환경적(Environmental), 경제적(Economy)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용접과 비교하여 용접 시 에너지 소모가 적으며, 

소음이 적고, 쉴드 가스(shielding gas)가 필요 없고, 소모성 
용접재료가 적고, 용접 전후 표면처리가 적고, 용접 시 
배출물(emissons)이 없다. 이러한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산업체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주로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등의 수송기기의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때 마찰교반용접을 이용한 
패널이나 부품을 사용한다. 수송기기가 경량화 되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산업체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William., 2006). 
이와 함께, 마찰교반용접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마찰교반용접의 열전달에 한 연구는 크게 FEM을 
이용한 해석과 CFD를 이용한 해석으로 나뉘어 진다. 

먼저, FEM 기반 시뮬레이션에는 Chao, et al., (1998)가 
툴 숄더로부터 발생하는 일정한 열 유속(heat flux)으로 
가정한 용접모재의 3차원 열전달 모델을 제시했고 계산된 
온도를 시행착오법(trial-and-error)을 이용하여 측정된 
온도와 비교하면서 입열 량(heat input)을 추정하였다. 
Frigaard, et al., (2001) 은 움직이는 열원을 가지는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에 기초한 용접모재에 

한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Song, et al., (2004)은 
단기간의 온도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유한 차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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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두어 시편과 툴에 해 보다 정밀한 3차원 열전달 
모델을 제시하였다. 툴 핀으로부터의 열 입력은 움직이는 
열원으로 모델링되고 있다. Schmidt, et al., (2004)은 툴과 
접합모재간의 접합면에서의 열 발생과 핀의 접촉 상태에 
따른 열 발생에 한 해석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CFD 기반 시뮬레이션에는 Ulysse., (2002)가 
three-dimensional visco-plastic modeling을 이용하여 툴 
전진속도에 따른 온도 분포를 구하였다. Aljoaba, et al., 
(2009)은 STAR CCM+ CFD를 이용하여 용접변수에 따른 
temperature, strain rate, flow stress and material velocity를 
계산하였다. Kim, et al., (2010)은 CFD 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여 열전달해석을 수행하였고, 이 때 사용자 지정함수를 
이용하여 온도의존성 물성치를 고려하였다. 또한, 정반의 
효과와 툴의 tilted 효과에 한 온도분포를 시뮬레이션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였다. 

이외에도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ALE) 기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마찰교반용접에 한 해석이 있다. 툴 
핀이 시편에 삽일 될 때 생기는 변형을 ALE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지만, 이는 마찰교반점접합 용접이나 정상상태의 
마찰교반용접 시뮬레이션만 구현 가능하다. 

마찰교반용접 해석 시 용접변형과 잔류응력의 결과를 
위해서는 열전달 해석을 통해 정확한 온도분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촉 요소를 이용한 새로운 FEM 해석을 
통하여 기존 FEM 해석으로 구현할 수 없었던 
AS(advancing side)와 RS(retreating side)의 비 칭 
온도분포를 계산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확한 마찰교반용접 
시 발생하는 용접변형과 잔류응력에 한 계산을 수행하려 
한다. 하지만 해석 결과 AS와 RS의 온도 차이가 
2~3%정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따로 비교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마찰교반용접 시 시편의 양쪽 끝을 완전히 
고정 시키고 용접이 되는 용접선 라인에는 툴에 의하여 용접 
시 계속 아래방향의 하중이 작용한다. 따라서, 용접에 의한 
변형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잔류응력에 

해서는 완전히 시편이 녹았다가 붙는 용융 용접이 아닌 
고상상태의 용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복응력보다는 
조금 낮은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Feng, et al., 2007). 
따라서, 용융 용접(fusion welding)처럼 마찰교반용접 시에도 
열, 기계적응력에 의한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잔류응력 성분은 피로거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성분이 된다(Chuan, et al., 2013). 본 
논문에서는 구조해석 및 조직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의 온도분포를 계산하기 위하여 열전달 해석을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이때 해석 시 
필요한 불확실한 변수들에 해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하여 그 변수들의 합리적인 값을 구하였다. 
 

2. 마찰교반용접 
 
마찰교반용접의 원리는 회전하는 툴 끝부분에 핀 또는 

프로브라고 불리는 곳이 판의 접합부를 파고 들어 교반 즉, 
섞는 역할을 한다. 회전공구는 일정한 하중으로 판을 
누르면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여 마찰열을 발생시킨다. 
마찰교반용접은 용접 모재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이루어지며, 툴 숄더와 모재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열원 그리고 회전하는 툴 핀 주변에서의 용접재의 
소성변형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툴 숄더에서의 마찰 열원이 주요 열원으로서 
용접재 안에서의 열 유동은 3차원이므로 3차원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1은 마찰교반용접에 한 전체적인 도식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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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iction stir welding model 

 
3.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 비교 및 검증을 위하여 Chen, et al.,(2003) 

에 나와있는 실험 조건과 온도분포 결과값을 사용하였다. 
시편의 물성치는 Aluminum alloy 6061-T6이며, 화학적 
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AA6061-T6 
Component Percentage (%) 
Aluminum, Al Remainder 
Chromium, Cr 0.04-0.35 
Copper, Cu 0.15-0.40 

Iron, Fe Max 0.7 
Magnesium, Mg 0.8-1.2 

Silicon, Si Max 0.4-0.8 
Zinc, Zn Max 0.25 

 
실험에 사용된 용접변수들과 모델의 크기는 Table 2 에 

나타내었다. 
 

Table 2 Plate, tool dimension and welding parameters of 
Friction stir welding (Chen, 2003) 

 
Plate Size Tool Size 

W 
(mm) 

L 
(mm) 

t 
(mm) 

Shoulder Pin Pin 
diameter diameter length 

(mm) (mm) (mm) 
100 240 6 24 6 < 6 

 

Welding parameters 
Tool Rotation Welding Downward
tilt speed Speed Force 
(°) (RPM) (mm/min) (N) 
0 500 140 19000 

 
4. 열전달 해석 

 
마찰교반용접 열전달 해석을 위하여 열원식을 사용한 

FEM해석과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 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찰교반용접 조건은 앞의 테이블에서 나온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복사는 고려하지 않았고, 류조건만 
고려하여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류열경계 조건은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B

hT T T
k

∇ = −                              (1) 
 

여기서, h 는 류 열전달 계수, k 는 열전도도, T 는 온도, 
그리고 BT 는 주변온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류 열전달  
계수 값은 시편의 윗면, 옆면 그리고 툴의 표면에서 30W/m2°C 
그리고 시편의 아랫면에서 200W/m2°C 값을 사용하였다(Chao, 
et al., 2003 and Kim, et al., 2010). 열전달 해석을 위한 
온도의존성 물성치 값들은 Fig.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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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erature dependent material properties of 
AA6061-T6 
 

4.1 마찰에 의한 열원식을 이용한 FEM 해석 
 
마찰교반용접 시 시편과 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은 

크게 Fig. 3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툴 숄더와 
시편의 윗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 1Q )이다. 이 부분이 
전체 마찰에너지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주된 
열원이다(Schmidt, et al., 2004). 둘째는 툴 핀의 옆면과 
시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 2Q )이다. 마지막으로 툴 
핀의 바닥면과 시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 3Q )이다. 이 
때, 툴 숄더와 시편이 접촉하는 전체 영역에서 툴이 시편을 
누르는 힘이 일정하고, 툴 숄더의 바닥이 평평한 원통의 
바닥이며 tilted각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단순화된 
열원식을 계산해보았다. 

Q1 Q2

Q3

 
Fig. 3 Friction heat between the work-piece and tool 

 
마찰에 의한 열원식을 이용한 FEM 해석을 위한 열원 

모델은 시편만 Fig. 4와 같이 모델링과 mesh를 한 후 시편의 
노드에 원 값을 넣어준다. 요소의 총 개수는 46,080 개 이다. 

 



 
Fig. 4 Finite element modeling for heat source based 

method 
 
수직하중 F 가 작용하는 경우 마찰력 fF 는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F Fµ=                                       (2) 
 

여기서, µ 는 마찰계수로, 마찰하는 물체의 재질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과 철 사이의 마찰계수는 
최  정지 마찰계수가 0.61이고, 운동 마찰계수가 
0.47이다(Avallone, et al., 1987). 

마찰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위 열량 q 는 (3)과 같이 
계산된다. 

 
η η

q f f fF v Fv
A A

µ
= =                    (3) 
 

여기서, η 는 마찰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인자이고, fv 는 
툴의 회전속도이고, A 는 시편과 툴 사이에 접촉 면적의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시편과 툴 사이에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원 
1Q , 2Q 그리고 3Q 는 (4)와 같이 계산된다. 
 

( )1 2 2

η 22 2
60( )

sho sho

pin pin

r r

sho pinr r

FQ q r rdr r rdr
r r
µ πωπ π

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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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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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µ πωπ π
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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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본 논문에서는 열원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마찰계수를 
0.25-0.5 그리고 마찰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인자를 
0.6-0.9로 가정하여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하였다. 

 
4.2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 해석 

 
앞의 방법은 마찰교반용접 시 발생하는 온도장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치적으로 등가의 열원값을 계산하여 
노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된 온도분포와 
온도이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시편의 
변형과 잔류응력 값을 계산하는 방법, 즉 Semi coupled 
thermal-stress analysis이다. 반면,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해석 방법은 마찰교반용접 시 실제 발생하는 열원에 

하여 고려한 모델이다.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 해석은 
마찰교반용접 시 발생하는 툴 숄더의 바닥부분과 시편의 
윗부분에서 발생하는 마찰열과 툴의 삽입에 의해 발생하는 
소성변형에너지에 의한 소성열이 에너지 평형 식 내에서 
열원으로 들어가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는 동시에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방법, 즉 Fully coupled thermal-stress analysis이다. 
Fig. 5는 Fully coupled thermal-stress analysis에 한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먼저, 툴 숄더의 면과 시편의 면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마찰열과 소성변형으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온도의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온도 변화는 열에 의한 시편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응력과 변형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동하는 툴과 접촉하는 시편의 접촉면에서 열 교환에 의한 
변형도 발생한다. 또한, 시편이 온도의존성 물성치를 갖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해석에서 열전달 해석과 탄소성 해석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해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 중 발생하는 접촉 
조건의 변화, 소성변형,  변형과 같은 비선형 요인들 때문에 
다소 많은 해석 시간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지만, 실제 
마찰교반용접을 해석하는데 더 정확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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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ully coupled thermal-stress flow chart (Zhu et al., 1994) 



 
본 해석 모델에서는 핀이 없는 툴을 모델링 하였고, 툴은 

시편 위에서 회전하는 동시에 용접선 방향으로 이동하며 
마찰교반용접을 수행한다. 이 때, 툴의 핀을 모델링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툴의 핀을 모델링하게 되면 핀이 시편의 
mesh를 뚫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핀이 없는 상태에서의 
열원만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분의 
열원은 툴 숄더의 바닥부분과 시편의 윗면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열전달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 해석을 위한 열원 모델은 시편과 툴의 
숄더를 Fig. 6과 같이 모델링과 mesh를 한 후 툴을 회전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선형성이 큰 해석이므로 해석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요소의 크기를 최 한 크게 하여 해석 
시간을 줄였다. 요소의 총 개수는 각 각 1,404개 이다. 

 

 
Fig. 6 Finite element modeling for contact element based 
method 

 
위의 모델링에서 시편의 물성치는 알루미늄이고, 툴의 

물성치는 PCBN이다. 알루미늄의 물성치는 Fig. 2의 열전달 
해석에 필요한 온도의존성 물성치와 탄소성 해석에 필요한 
온도의존성 물성치를 주었고, PCBN은 상온에서의 물성치 
값들을 주었다. 툴의 윗면 중심에 위치한 pilot node를 툴의 
자유도와 일치시켜 툴의 회전과 이동을 제어하였다. 또한, 
시편의 모델링에서 실제처럼 시편을 2가지 모두 모델링하였고, 
열접촉전도도(Thermal contact conductance)의 값을 Fig. 7과 
같이 하였다. 

(a) (b)

 
Fig. 7 Thermal contact conductance; (a) between the plates, 
(b) between the plate and tool  

 
열접촉전도도는 두 고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접촉면에서 

서로 열전달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한 것이다. A와 B라는 
고체가 있을 때, A물체에 열이 들어와 B물체로 전도된다고 하면 
접촉면 사이에서 두 물체의 온도 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열접촉저항(Thermal contact resistance)라고 하며, 이 값은 
접촉면을 통과하는 열량과 온도 하강의 비로 나타내어진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여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의 
열원은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3

1
( )

A B

A c B

T T
q

x x
k A h A k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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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1T 은 열이 들어오는 면에서의 온도, 3T 는 열이 
빠져나가는 면에서의 온도, Ax 와 Bx 는 A와 B의 길이, Ak 와 

Bk 는 A와 B의 열전도도, A는 접촉단면적, Ch 는 
열전도도계수이다. 두 시편 사이에서 열전도도계수 값이 큰 
이유는 접촉면 사이에서 열전도가 잘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시편과 툴 사이에서 열전도도계수 값이 작은 이유는 접촉면 
사이에서 부분의 열이 시편의 온도 상승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처음 모델링 단계에서 시편을 2개로 만들어 
맞 어 놓았고 열전달 해석 과정에서 접촉해 있는 노드들의 
온도가 일정온도 값 이상(시편의 녹는점보다 작은 값, 본 
연구에서는 AA6061-T6의 녹는점의 70%값인 약 400°C 
사용)이 되면, 노드의 접촉상태가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서로 
붙어서 거동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제 구조해석 시 보다 
정확한 해를 얻을 수 있다. 

접촉 요소를 사용한 해석 시에는 마찰계수 값에 의하여 
입열량이 큰 영향을 받는데 이는 열원계산 시 마찰계수 값에 
비례하여 열원 값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ully coupled 
thermal-stress analysis에서의 마찰계수 값은 상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마찰계수는 접촉 물질들의 물성치, 거칠기, 온도, 
상 속도, 압력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Avallone,et al., 1987). 
Awang(2007)은 마찰계수 값을 온도와 압력, 표면에서의 
속도에 따라서 가정하였는데 3가지 가정 모두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에서는 FEM 프로그램의 특성상 온도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 값을 입력하는 것이 용이 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 값을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접촉면에서의 마찰계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온도 증가로 인하여 접촉면이 상온에서의 고체일 때 보다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마찰 시 저항이 줄어들면서 마찰계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알루미늄과 철에 한 
온도에 따른 마찰계수 값의 정확한 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마찰계수 값을 지수함수 형태로 가정하여 해석 시 사용하였다. 



마찰계수 값을 (6)과 같이 온도의존성 지수 함수로 가정하였다. 
이 때, Fig. 8과 같이 a가 0.007과 0.008, 0.009인 경우에 

해서 마찰계수 값을 가정하였고, 각 각의 경우에 해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 ) 0.4832 a Tf T eµ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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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ssumed temperature dependent friction coefficient 

 
접촉 요소를 사용한 마찰교반용접 시 마찰에 의한 

열( fQ ) 발생은 (7)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 η ηf f f fF v Fvµ= =                      (7) 
 

이 모델에서 부분의 마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η 는 0.95를 사용하였다.  

접촉 요소를 사용한 마찰교반용접 시 소성변형에너지에 
의한 열( pQ ) 발생은 (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p p p pQ Wη η σε= =                      (8) 
 

여기서, pη 는 소성변형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인자이고, 
pW 는 소성일, σ 는 응력, pε 는 소성변형률이다. 마찬가지로 
부분의 소성변형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pη 는 

0.95를 사용하였다.  
 

4. 열전달 해석 결과 
 
마찰교반용접의 열전달 해석을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로 

수행하였다. 각 각의 방법에 한 결과를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해서 고찰해 보았다. Chen, et al., (2003)의 실험에 
나온 온도 분포 결과를 해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마찰에 의한 열원식을 이용한 FEM 파라메트릭 스터디 해석 
결과는 Fig. 9와 Fig. 10에 나타냈다. 앞의 식 (4)에서 

열원값은 불확실한 변수 η 와 µ 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이므로 두 값의 곱에 의해 선형적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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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mperature history of parametric study results at a 
point (10, 120, 4.4mm) (Chen, et al., 2003) 

 
Fig. 9의 파라메트릭 스터디 결과 중 실험값과 잘 맞는 

결과들을 Fig. 10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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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perature history of some good agreement 
parametric study results (Chen, et al., 2003) 
 

Fig. 10 의 검정색 실선이 실험 결과이고, 회색의 점선과 
실선이 실험 결과와 가장 잘 맞는 해석 결과이다. η 와 µ 의 
곱이 0.27-0.28일 때 실험값과 가장 잘 맞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알루미늄과 철의 운동마찰계수 값이 0.47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값을 크게 가정 하였을 때는 이 값이 작을 때보다 
시편과 툴 사이에서 마찰 발생시 상 적으로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는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는 비율이 작을 
것이다. 이는 마찰계수가 크다는 것은 맞닿는 표면들 사이의 
저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 사이의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로의 변환이 작다.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 파라메트릭 스터디 해석 결과는 
Fig. 11 에 나타냈다. 앞에서 가정한 식 (6)에서 a가 0.007과 
0.008, 0.009일 때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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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mperature history of parametric study results at 
point (10, 120, 4.4mm) (Chen, et al., 2003) 
 

Fig. 11에서 보듯이 a가 0.009일 때 실험값과 가장 잘 
맞는 결과를 얻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가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마찰계수 
값은 온도와 압력, 표면에서의 속도, 그 외 표면상태나 기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마찰이 일어나는 표면 
사이에서는 시편의 용융점에 가까이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마찰계수 값이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앞의 해석에 
비하여 훨씬 더 현실적인 마찰계수 값을 반영하였다. 또한, 
툴이 시편에 삽입 될 때와 용접선 방향으로 툴이 전진 할 때 
발생하는 소성변형에 의한 열에너지를 고려하였다. Fig. 12는 
마찰에 의한 열원식을 사용한 FEM 해석 방법과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 해석 방법에서 실험 결과와 가장 잘 맞는 
경우의 온도 이력을 서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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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Temperature history of parametric study results at 
point (10, 120, 4.4mm) (Chen, et al., 2003) 

 
위의 온도 분포 결과에서 마찰에 의한 열원식을 사용한 

FEM 해석 방법과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 해석 방법에서 
실험 결과와 가장 잘 맞는 경우의 heat flux값을 비교해 
보았다. 시편과 툴 숄더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한 
heat flux값에 해서만 고려하였다. 먼저, (4)에 의하여 
마찰에 의한 열원식을 사용한 FEM 해석에서의 heat flux값은 
등가의 열원식을 계산 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상수 값이다. 
Chen et al.,(2003) 의 용접조건의 경우 각 각 2192 W/m2 

이다. 그리고 Fig. 13은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 해석 
방법에서의 heat flux값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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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eat flux history of work-piece contact area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 해석 방법에서의 heat flux값은 
열원 값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한 것이 아니라, 실제 두 
접촉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과 소성변형에 의한 열이 
프로그램 내에서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산화 된 요소들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서 그 값에 조금 편차가 발생한다. 또한, 
접촉면에서의 마찰계수 값의 온도에 따른 변화와 시편의 
변형으로 인한 툴과 시편 사이에서의 수직하중 값의 변화로 
인하여 heat flux값의 편차가 발생한다. Heat flux값은 시편 
요소의 단위면적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에 해서 툴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요소들의 면적을 곱한 후 이를 모두 합하여 
계산하였다. 온도이력이 실험결과와 가장 잘 일치하는 a가 
0.009 인 경우 최  heat flux값이 약 1900W/m2이다. 앞의 
등가의 열원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heat flux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접촉 요소를 사용한 경우, 툴까지 
모델링하기 때문에 툴 자체의 온도까지 시편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접촉 요소를 사용한 경우 
등가의 열원식을 이용한 경우보다 시편에서의 heat flux값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의 온도 이력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 론 
 
마찰교반용접의 열전달 해석을 위하여 서로 다른 방법의 

FEM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각의 방법에 
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마찰에 의한 열원식을 이용한 FEM 해석의 경우 

효율과 마찰계수의 곱이 0.27-0.28일 때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등가의 열원을 계산하여 노드에 
입력하여 온도분포를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빠르다. 
반면 툴이 용접선 방향으로 이동할 때의 등가 열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traveling 단계에서만의 결과를 얻는데 



적합한 해석 방법이다. 또한, 구조해석 시 툴이 시편을 누를 
때 발생하는 소성변형이 고려되지 않고, plunge단계와 
dwell단계의 구조해석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접촉 요소를 사용한 FEM 해석의 경우 가정한 온도변화에 
따른 마찰계수 값 µ 가 0.009a = 일 때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열원 값을 시편과 툴의 직접적인 
마찰에 의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선형 해석이 
수행된다. 따라서, 해석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해석 시 마찰교반용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의 
과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구조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마찰교반용접 열전달 해석을 F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불확실한 변수들을 
가정하여 실험결과와 비슷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각 방법에 한 과정과 결과에 해서 
고찰하여 마찰교반용접 시 발생하는 프로세스에 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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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응력 기법을 이용한 EH 강재 필릿 용접 
이음부 피로 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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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illet welded joints using 1mm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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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on-load-carrying EH Grade steels in fillet welded joints were evaluated with both the hot spot stress method
and the 1mm stress method. The thickness effect criterion for fatigue strength evaluation of welded of welded steel structures 
recommendations of the IIW was used to evaluate the fatigue strength of EH40 and EH36 and Both EH40 and EH36 have been
compared with FAT 125 curve recommended in the IIW. Furthermore, fatigue strength of the welded tow and the ground 
conditions for Non-load-carrying EH36 based on the 1mm stress method has been discussed. 
 
Keywords: Fatigue strength(피로 강도), Fillet welded joints(필릿 용접 이음부), Hot spot stress(핫스팟 응력), One-millimeter stress(1mm 응력),

EH Grade steel(고강도 강), IIW(국제용접협회) 
    
 

1. 서 론 
 
선박 및 해양 구조물 등의 용접부 피로 강도 평가는 

구조물의 수명과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피로 
강도는 용접 이음부의 기하학적 불연속 부에 의한 응력 
집중에 따라 결정되며, 응력 집중은 기하학적 형상에 의한 
전체적인 요인 및 용접부 비드 등의 국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선박 또는 용접 구조물에 대한 피로 수명 평가는 
공칭 응력(Nominal stress)을 기준으로 용접 이음부 형상에 
따라 피로 수명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공칭 응력을 이용한 
평가 방법은 구조물의 복잡한 이음 구조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이음부 형상이 복잡한 경우 공칭 
응력으로 피로 수명을 평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이음부 형상에 따른 응력 집중 현상을 고려하여 
피로 수명을 평가하여야 한다.  

기하학적 불연속부의 응력 집중 현상을 고려한 구조물의 
피로 수명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핫스팟 응력(Hot 

spot stress), 구조 응력(Structural Stress)(Dong, 2001), 
1mm 응력 (One-millimeter stress)(Xiao & Yamada, 2004), 
노치 응력 (Notch stress)(Radaj & Sonsino, 1998) 방법 등이 
있다.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핫스팟 응력 방법은 구조물의 응력 
집중부(Hot-spot) 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점에서 응력을 
선형 외삽(Linear extrapolation)하여 산정한 Toe부의 응력을 
바탕으로 S-N 선도와 비교하여 용접구조물의 피로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1mm 응력 기법은 Xiao and Yamada 
(2004)가 제시한 방법으로 용접 Toe부 두께 방향으로 1mm 
에서의 응력을 기준으로 피로 수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H 강재 필릿 용접 이음부 시험에 
대한 3점 굽힘 피로 시험을 수행한 후,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Hot spot 응력 기법과 1mm 응력 기법을 적용하여 EH 
강재의 피로 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1mm 응력 기법을 
통한 EH36 강재 필릿 용접 이음부 시험편 용접 Toe부의 
As-welded와 ground에 따른 피로 강도 개선 효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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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로 시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용 강재 EH36, EH40 필릿 용접 
이음부의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고 두께는 48~64mm 이며 
시험편 형상은 Fig. 1(a)에 나타내었다. 보강 판 두께(T1)과 
주판 두께 (T2) 및 폭(W)이 동일하게 시험편을 제작하였고 
치수는 Table 1과 같으며 Fig. 1(b)과 같이 3점 굽힘으로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피로 시험은 ±20톤 축 인장 
/압축 유압 서보 피로 시험기(Saginomiya-FT20)를 사용 
하였고 응력비 R=0.1로 시험하였다. 

 

 
(a) Fatigue test specimen 

 

 
(b) Fatigue test set up 

Fig. 1 Fatigue test specimen 
 
Table 1 Fatigue test specimen dimension 
Specimen Grade T1 T2 W L 
FB40-48 EH40 48mm 48mm 48mm 600mm 
FB40-64 EH40 64mm 64mm 64mm 600mm 
FB36-55 EH36 55mm 55mm 55mm 600mm 
FB36-64 EH36 64mm 64mm 64mm 600mm 

피로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시험편에 작용하는 하중이 
적절하게 부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정하중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정하중 테스트 
결과는 Fig. 2에 정리하였으며 하중 입력 값과 시험편에 
작용하는 응력이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2 Result of static load test 

 
총 54개 시험편에 대하여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고 Fig.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파단 수명은 균열 진전 과정에서 강성 
(Stiffness)이 30% 떨어진 지점을 파단 수명으로 정의하였다. 
초기 균열은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접 Toe부에서 
발생 하여 두께 방향으로 진전 후 최종 파단에 이르렀다. 

 

 
Fig. 3 Stiffness drop curve 
 

 
Fig. 4 Toe fracture of Fatigue test specimen 



3. 피로 시험 결과 
 

EH40 강재의 두께 48~64mm에 대하여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공칭 응력 기준으로 작성한 S-N 선도는 Fig. 
5에 나타내었다. S-N 선도에서 두께가 증가될수록 동일한 
Stress range 에서 피로 수명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EH36 강재의 두께 55~64mm에 대한 피로 시험 S-N 
선도는 Fig. 6에 나타내었고 EH40 강재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공칭 응력 기준으로 작성한 S-N 선도에서 동일한 
Stress range 를 기준으로 피로 수명은 짧아지는 것을 확인 
할수 있다. 이때, 200만 사이클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로 
강도는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시험편 FB는 Fillet 
bending, 뒤 숫자는 Grade와 주판 두께를 나타낸다. 

 
Table 2 Nominal stress based fatigue strength  

Grade Specimen Fatigue strength 
(2 Million cycles) 

IIW Design curve
(2 Million cycles)

EH40 FB40-48 115.7 MPa FAT 100 EH40 FB40-64 100.0 MPa 
EH36 FB36-55 105.6 MPa FAT 100 EH36 FB36-64 101.2 MPa 

 

 
Fig. 5 EH40 steel for Nominal stress based S-N curve 
 

 
Fig. 6 Nominal stress based S-N curve of EH 36 

Table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두께가 증가할수록 피로 
강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응력 집중 계수와 두께 방향으로의 
용접 잔류 응력 분포가 변화하는 복합적 영향이 원인이다 
 

4. 유한 요소 해석 
 

4.1 용접 Toe부 응력 분포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하여 용접 Toe부 표면(Y축)과 두께 
방향(Z축) 응력 분포를 확인하였다. Mesh size는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소 0.05mm에서 최대 2mm 이하로 
모델링 하였다.  
 

 
Fig. 7 Mesh size of fillet welded toe 
 

용접 Toe부 표면 방향에서의 응력 집중 계수는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접부에 가까이 갈수록 응력 집중 계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Toe부에서 1mm 떨어진 지점부터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 Surface stress distribution of tee joints 



Toe 끝단부에서 두께 방향으로의 응력 집중 계수는 Fig.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용접 Toe부로 가까워질수록 응력 
집중 계수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용접 
Toe부에서 가까워 질수록 응력 집중 계수가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부적 응력 집중이 원인이라 판단 된다. 
 

 
Fig. 9 Through-thickness stress distribution of tee joints 
 

4.2 핫스팟 응력 기법을 통한 피로 강도 평가 
 

핫스팟 응력 기법은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로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용접 Toe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점 
a, b에서의 응력 값을 선형 외삽(Linear extrapolation)하는 
방법이다. IIW에서는 피로 균열 발생 및 파괴 상태, 모델 
타입에 따라 Mesh size를 다르게 적용하고 0.4t, 1.0t 또는 
0.5t, 1.5t에서 선형 외삽하여 피로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Fig. 10 Definition of structural hot-spot stress 
 

이에 본 연구에서는 IIW에서 제시한 0.4t, 1.0t 떨어진 두 
점 응력을 선형 외삽 하는 방법으로 핫스팟 응력을 
산정하였다. EH40 강재 시험편에 대한 핫스팟 응력 기준 
S-N 선도는 Fig. 11에 나타내었고 EH36 강재에 대한 
핫스팟 응력 기준 S-N 선도는 Fig. 12에 나타내었다. 또한, 
EH40 강재와 EH36 강재의 200만 사이클 기준 피로 강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EH40 강재 48mm와 64mm 일 경우 
200만 사이클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로 강도 차이는 
8MPa이고 EH36 강재 55mm와 64mm 일 경우 차이는 
0.6MPa이며 EH40 강재보다 EH36 강재 차이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W에서 제시한 Non-load-carrying 필릿 이음부의 Toe부 
ground 상태 일 경우 High strength steel (항복 강도 fy ≥ 
355 MPa) 은 FAT 125 기준선을 적용 하게 되어 있다. 

 

 
Fig. 11 EH40 steel for Hot-spot stress based S-N curve 
 

 
Fig. 12 EH36 steel for Hot-spot stress based S-N curve 
 
Table 3 Hot-spot stress based fatigue strength 

Grade Specimen Fatigue strength 
(2 Million cycles) 

IIW Design curve
(2 Million cycles)

EH40 FB40-48 139.7 MPa FAT 125 EH40 FB40-64 131.7 MPa 
EH36 FB36-55 134.2 MPa FAT 125 EH36 FB36-64 133.6 MPa 

 
Table 3 으로부터 피로 강도 200만 사이클을 기준으로 

IIW 에서 제시한 FAT 125 기준선을 이용하여 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1mm 응력 기법을 적용한 피로 강도 평가 
 

Toe부 피로 파괴일 경우 응력 집중은 Toe부 국부적인 
영향(용접 비드 형상)과 구조적 불연속 영향을 받게 된다. 
Toe부로 가까워 질수록 용접 비드 프랭크 각 및 Toe부 곡률 
반경으로 인한 국부적인 응력 집중이 커지는 것을 Fig. 8에 
나타내었다.  

Xiao and Yamada (2004)는 용접 비드 형상에 의한 
국부적인 응력 집중 영향을 받지 않는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한 균열 진전 방향으로 1mm 지점 응력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두께 방향으로 
1mm 깊이에서는 국부적 응력 집중(용접 비드 프랭크 각 및 
Toe부 곡률 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하학적 불연속으로 
인한 응력 집중을 잘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Fig. 13와 같이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시험편 
치수와 동일하게 모델링하고 1mm 깊이 지점의 응력 집중 
계수를 이용하여 피로 강도를 평가하였다.  
 

 
Fig. 13 Conceptual figure of 1mm stress method (Xiao and 

Yamada, 2004) 
 

 
Fig. 14 EH40 for Hot-spot stress based S-N curve 
 

 
Fig. 15 EH36 for Hot-spot stress based S-N curve 
 

EH40 강재에 대한 1mm 응력 기준으로 작성한 S-N 
선도는 Fig. 14에 나타내었고 EH36 강재에 대한 1mm 응력 
기준으로 작성한 S-N 선도는 Fig. 15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200만 사이클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로 강도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1mm stress based fatigue strength 

Grade Specimen Fatigue strength 
(2 Million cycles) 

JSSC 
(2 Million cycles) 

EH40 FB40-48 180.2 MPa Class - C 
(125 MPa) EH40 FB40-64 177.6 MPa 

EH36 FB36-55 174.3 MPa Class - C 
 (125 MPa) EH36 FB36-64 180.2 MPa 

 
Table 4에서 200만 사이클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로 

강도는 Japanese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JSSC)에서 
제시한 피로 강도 설계 기준선 JSSC-C(125MPa)을 
이용하여 피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적합한 것을 확인 할수 
있었고 IIW에서 제시한 FAT125 기준선을 사용하여도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할수 있다. 

공칭 응력을 적용한 경우 강재 두께가 증가할수록 피로 
강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확인되었고 전에 언급한 
IIW에서는 두께 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Thickness 
reduction factor f(t)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1mm 응력 
기법으로 평가한 S-N 선도에는 기하학적 불연속으로 인한 
응력 집중 영향만 평가한 것이고 두께 효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IIW에서 1mm 응력을 기준으로 피로 설계를 할 
경우 두께 효과를 고려해 줘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IIW에서 제시한 두께 효과는 판 두께가 25mm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1mm 응력 기준으로 평가한 EH40 
강재와 EH36 강재는 두께 효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IIW에서 제시한 두께 효과를 보정하는 수식 (1)을 이용하여 



Table 4에 나타낸 EH40 강재와 EH36 강재에 대한 두께 
효과를 보정하고 Table 5에 나타내었다. tref는 IIW에서 제시한 
기준 두께 25mm 이고 teff는 시험편 Main plate 두께이며, 
n은 두께 보정 지수이고 용접 Toe부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Transverse T-joints 용접 Toe부 ground 상태는 0.2를 
적용하였다.  

 
St = Sref • (tref / teff)n                                           (1) 
 
Table 5 Thickness corrected of 1mm stress 

Grade Specimen Fatigue strength 
(2 Million cycles) 

IIW 
(2 Million cycles)

EH40 FB40-48 158.2 MPa FAT 125 EH40 FB40-64 147.2 MPa 
EH36 FB36-55 148.9 MPa FAT 125 EH36 FB36-64 149.3 MPa 
 
Table 5로부터 두께 효과를 보정한 1mm 응력 기법으로 

평가한 EH40 강재와 EH36 강재에 대한 피로 강도는 
IIW에서 제시한 FAT 125 기준선으로 피로 설계를 수행 
하여도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할수 있다. 

 
4.4 1mm 응력 기법을 통한 용접 Toe부 As-welded와 

Ground 상태 시험편 피로 강도 해석 
 

용접 된 Toe부 As-welded와 Ground를 통한 피로 수명 
개선 효과를 알기 위하여 Yagi, et al. (1991,1993) EH36 
강재 시험을 참고하였다. 시험은 3점 굽힘 시험을 수행 
하였고 시험편 형상은 Fig. 18에 나타내었다. 시험편 번호 
M뒤 숫자는 t1(Main plate) 두께이고 A뒤 숫자는 t2(Attach 
plate) 두께를 나타낸다. 시험편 치수는 t1은 40~80mm 
이고 t2는 22~40mm이며 폭(W)은 100mm이다. 용접 
Toe부 As-welded와 ground 상태에서 공칭 응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S-N 선도는 Fig. 19에 나타내었다. 
 

 
Fig. 19 Analysis of Specimen dimension 

 
Fig. 20 S-N curve based on nominal stress 
 

용접 Toe부 As-welded와 Ground 상태 피로 수명을 
비교하기 위하여 국부적 응력 집중과 두께 효과 영향을 받지 
않는 1mm 응력 기법으로 평가하였고 1mm 응력을 
기준으로 S-N 선도를 작성하였으며 Fig. 21에 나타내었다. 
200만 사이클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로 강도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Fig. 23 1mm stress based S-N curve 
 
Table 6 Fatigue strength of 1mm stress 

Method Specimen Fatigue strength 
(2 Million cycles) Difference

1mm stress M80-AW 165 MPa 64 MPa 
(38.8 %) 1mm stress M80-PG 229 MPa 

1mm stress M40-AW 110 MPa 55 MPa 
(50.0 %) 1mm stress M40-PG 165 MPa 

 
Table 6에서 EH36 강재 Main plate 두께가 80mm 인 

경우 용접 Toe부 ground 상태는 As-welded 상태보다 피로 
강도가 38.8% 향상 되었고 40mm인 경우는 50.0%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께가 증가 할수록 피로 강도 
개선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H36 강재 주판 두께가 40mm, 80mm 시험편에 대한 
1mm 응력 기법으로 평가한 용접 Toe부 Ground 상태 피로 
강도와 본 연구에서 진행한 EH36 강재 주판 두께 55mm, 
64mm 피로 강도를 Table 7에 나타내었고 EH36 강재 
40mm와 80mm 피로 강도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검증하였다. 
 
Table 7 Thickness corrected of 1mm stress 

Grade Specimen Fatigue strength 
(2 Million cycles) 

IIW Design curve
(2 Million cycles)

EH36 FB36-40 165.0 MPa FAT 125 EH36 FB36-80 229.0 MPa 
EH36 FB36-55 174.3 MPa FAT 125 EH36 FB36-64 180.2 MPa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용 EH 강재 48~64mm 필릿 용접 

이음 시험편에 대한 3점 굽힘 시험을 수행하였고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한 핫스팟 응력 기법과 1mm 응력 기법을 
적용하여 피로 강도를 평가, 분석하였다. 또한, 1mm 응력 
기법으로 EH36 강재 40~80mm 필릿 용접 이음 Toe부 
As-welded와 Ground 상태 피로 강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EH40 강재와 EH36 강재 필릿 용접 이음 Toe부 
Ground 상태에 대한 피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공칭 
응력을 기준으로 S-N 선도를 작성하였고 두께가 
증가할수록 동일한 응력에서 피로 수명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 EH40 강재와 EH36 강재에 대해 수행한 피로 시험을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한 핫스팟 응력과 1mm 응력 기법으로 
피로 평가를 수행하였고 EH40 강재 48~64mm, EH36 강재 
55~64mm 시험편은 IIW 피로 강도 설계 기준선 FAT 125 
사용하여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1mm 응력 기법으로 평가한 피로 시험 결과를 IIW에서 
제시한 Thickness reduction factor f(t)을 이용하여 두께 효과 
보정한 후 IIW 피로 강도 설계 기준선 FAT 125 사용 하여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EH36 강재 Main plate 두께가 40~80mm인 피로 
시험에 대한 1mm 응력 기법으로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Main plate 두께가 40mm 일 경우 피로 강도가 50% 향상 
되었고 Main plate 두께가 80mm 일 경우 피로 강도는 
38.8% 향상되었다.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용접 Toe부 
ground 효과로 인한 피로 강도 향상은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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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의 접합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하학적 조건들에 대한 
연구

강기엽(부산대학교), 김명수(부산대학교), 심명지(부산대학교), 이제명(부산대학교)

Experimental Study for geometric conditions affecting 
the bonding strength of the adhesive

Ki-Yeob Kang, Myung-Soo Kim, Myung-Ji Sim, Jae-Myung Lee

요 약
In this study, the bonding strengths of adhesively bonded joints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A series of 
lap-shear tests are conducted using single lap type adhesive joints. In order to analyse the joint fabrication 
factors that affected the bonding strength, the parametric tests are conducted with various thickness of 
adhesive, surface roughness and fillet of adhesive. The quantitative results of the strength analysis are 
summarized, and some proposals are made on setting up testing standards for adhesively bonded joints. 

Keywords : Lap shear test(랩시어 시험), Adhesive layer thickness(접착제 층 두께), surface roughness(표면 조도), 
           tensile-shear strength(인장-전단 강도)

1. 서 론
최근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구조물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조물의 중량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량 증가 또는 비정상적 이
음부는,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라 피로파괴 등을 포함하는 각
종 사고 사례들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구조물의 중량을 줄이고 구조 안전성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부품 및 하부구조물 간에 최적의 결합이 수행되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계 재료의 접합에 가장 손쉽게 사
용되는 방법으로 용접이나 볼트이음 등을 들 수 있다. 용접의 
경우는 수밀이나 기밀이 요구되는 부분의 접합에 매우 효율적
인 기법이며, 최근에는 이종재료 간의 접합까지 가능한 수준
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적의 용접량 산정 등은, 접합부위
의 기하학적 형태 또는 피접합구조의 재질 특성에 따라 일괄
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가끔 불필요한 중
량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구조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
는 응력집중현상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구조접합 
기법으로서의 용접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구조 경량화

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접착제를 이용한 구조접합 
방법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접을 통한 접합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대표적 강구조 산업인 조선산업에서는, 
요트 또는 보트용 선체 제작에서 접착제를 사용하여 수밀과 
접합을 이루고 나아가 선박의 부유성능을 높이면서 중량은 경
량화 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접착제를 이
용한 이음구조 제작은 강도적인 면에서 강구조에 비하여 취약
성을 많이 가지므로 실구조물 적용 시 많은 제약 조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구조경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접착제를 
이용한 결합구조를 산업구조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서는, 강도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착제를 이용한 접합구조의 강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접착제 
접합부의 강도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강도 특성 
분석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의 제시라는 선구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제 구조 단위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검토는 이루어
지지 않은 단점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
착제 구조이음부의 강도평가 및 분석을 위해 Lap-shear test
을 이용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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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Group Fillet Layer
Thickness

(mm)

Case   
No.

NT Fillet (W/) 0.5 NT-1
1 NT-2
2 NT-3

Fillet (W/O) 0.5 NT-4
1 NT-5
2 NT-6

0.4BT Fillet (W/) 0.5 0.4BT-1
1 0.4BT-2
2 0.4BT-3

Fillet (W/O) 0.5 0.4BT-4
1 0.4BT-5
2 0.4BT-6

0.8BT Fillet (W/) 0.5 0.8BT-1
1 0.8BT-2
2 0.8BT-3

Fillet (W/O) 0.5 0.8BT-4
1 0.8BT-5
2 0.8BT-6

2. 실 험
 

2.1 시험편
시험편 (Fig. 1 참조)은 ASTM에 근거한 단일겹침 형식이며 

이는 제작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여 접착제 
실험 시 자주 사용된다(ASTM, 2011:Kahraman R, et al., 
2008). 피접합재는 구조경량화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
늄 6061이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Kunio 
Uehara & Mitsuru Sakurai, 2011:  Jhongsen Li, 2001) 접합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로서 표면조도와 접착
제두께를 설정하여 시리즈 시험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Arenas에 따르면 구조용 접착제를 이용한 구조이음부의 제작
에서 0.5mm 도포가 가장 최적이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Arenas,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접착제 및 시험
편은 Arenas의 연구에서 사용된 접착제와 비슷한 성분인 이
유로 기본 두께를 0.5mm로 설정하였으며 접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해 도포 두께를 변화시키는 시나리오를 설정
하였다. 접착제를 이용하여 이음부를 접합하는 경우 일반적으
로 접착제가 가장자리로 밀려나와 필릿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접착부 가장자리의 응력집중을 줄이고 접착강도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Chel Yoo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접착제 필릿(spew fillet)이 있는 
경우와 접착제 필릿이 없을 경우로 나누어 전술한 각각의 시
나리오를 적용하였다. 필릿의 크기는 5mm로 설정하였다. 표 
1에 실험시나리오를 정리한다. NT는 아무런 표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BT는 표면처리시 Blasting 처리를 사용하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0.4, 0.8은 Blasting 처리 시 사용
한 연마재의 각각의 직경을 의미한다.

Fig. 1 Photograph of adhesive lap-shear specimen

Table 1 Condition for the adhesive lap-shear tests

2.2 접착제 접합 시험편 인장-전단 시험

접착제 도포두께, 접합표면 거칠기, 필릿효과를 변수로 둔 
전단 시나리오시험을 수행하였다. 하중제어는 변위제어
(5.0mm/min)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에서의 재현성 확보
를 위하여 하나의 시나리오 당 5회씩 반복실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평균값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3에 lap-shear 시험을 
위한 전용 지그 및 시험편 설치 장면을 보인다.

Fig. 2 Photograph of test specimen of adhesively bonded 
joints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접착제 접합부 전단 시험 

접착제 접합부에 대한 전단시험 결과를 하중-변위 관계를 
이용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에서 획득한 파단하중
과 파단변위의 평균값을 표3에 정리하였다. 실험오차는 
±10% 미만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험편 제작 시 발생한 
오차로 판단된다. 시험결과, 0.5mm의 접착제 두께와 0.4mm 
직경의 연마재를 이용해 모재 표면 처리를 하고 접착제 필릿 
형상의 시험편이 가장 높은 평균 파단하중 및 파단 변위 값을 
나타냈다.

3.2 접착제 층 두께에 따른 강도 평가

시험편의 접합강도와 접착제 층 두께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접착제 도포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최대 전단강도는 감
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접착제 층의 두께가 두꺼울수
록 두께방향으로 내부 기공이나 미세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접착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접착제 구조이음부의 접착력에 미치는 
접착제 내부 기공들의 영향이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접착제 층의 두께가 
0.5mm일 때, 전단강도의 값이 가장 컸으며 1mm, 2mm로 두
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는 각각 7~8%정도 수준으로 감
소하였다.

3.3 모재 표면 거칠기에 따른 강도 평가
피접합재 표면의 거칠기에 따른 접합강도의 차이에 대해 

고찰한다. 연마재를 이용하여 표면처리를 한 시험편에서 무처
리 시험편보다 접합강도가 높게 얻어졌다. 즉, 표면 처리를 
통하여 접합강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마
재 직경이 작을수록, 즉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접합강도가 좋
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마재 사용의 한계가 있
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지만 표면거칠
기 수준과 접합강도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량적
인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접착제 필릿 효과에 따른 강도 평가
필릿이란, 면과 면 사이에 접착제가 도포되고 두 면이 서로 

겹치게 되면서 접착면 외부로 접착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굳어진 부위로 정의한다. 접착제를 이용한 구조이음부 제작에 

있어 필릿이 존재하는 경우가 필릿을 제거한 경우에 비하여 
파단하중이 크게 얻어졌다. 이는 접착제 필릿이 시험편의 가
장자리에서 응력집중을 완화시키며, 이로 인해 접착강도가 증
가하기 때문이다 (Ho-Chel Yoon, et al., 2005). 그림 5에는 
각 표면 거칠기에서 필릿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접합강도 차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필릿이 있는 경우
(A, B, C 그룹)가 필릿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접합강도가 최
대 약 40%까지 높게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Difference in average failure load according to 
presence of fillet

 Table 2 Test result from adhesive lap-shear tests
Group Case No 평균

파단하중
(kN)

평균
파단변위

(mm)
NT NT-1 34.45 5.3

NT-2 31.93 4.6
NT-3 28.78 4.5
NT-4 25.88 4.6
NT-5 20.05 3.8
NT-6 18.00 3.9

0.4BT 0.4BT-1 38.90 5.5
0.4BT-2 36.03 4.8
0.4BT-3 34.38 4.3
0.4BT-4 28.85 4.5
0.4BT-5 26.50 4.0
0.4BT-6 23.95 3.7

0.8BT 0.8BT-1 36.50 5.2
0.8BT-2 34.70 4.9
0.8BT-3 31.25 4.3
0.8BT-4 27.25 4.4
0.8BT-5 26.08 4.3
0.8BT-6 20.78 3.9



  

         

Fig 4. Relationship between fracture force and displacement 
according to existence of fille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이음부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기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접착제 도포 시의 특성 (표면 거칠기, 도포 두께, 
필릿) 변화에 따른 접합강도를 시리즈 Lap-shear 
시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강도에 대
한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동일구조에 대한 용접접
합시의 강도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접착제 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접합강도 값
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접착제 도포
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내부결함을 많이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강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두께 증가에 따른 접합부
의 파단 위치의 변화와 굽힘 하중의 영향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표면처리를 통해 모재 표면을 거칠게 하는 것
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접합강도
가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표면처리를 하는 것이 
접합강도를 향상시킨다고 단정 할 순 없지만 표
면 거칠기와 최대 접합강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를 통하여 최적 표면 거칠기에 대한 분
석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구조형식에 따라서는 용접의 기법이나 용접이
음부 형태도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용접이음부와 비교해볼 때, 접착제 접합 구조이음
부도 상당한 수준의 강도를 보유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강도에 큰 비중이 취해지지 않
는 구조이음부 설계의 경우라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장점을 취할수 있는 구조경량화용 접착제 
접합기법의 적극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양한 시나리오 시험평
가 기법을 이용한다면, 접착제를 이용한 구조이음 
제작에 있어 성능검증을 위한 기법 제시 및 정량
적인 성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표면거칠기 분석을 위한 표준시험법 제
시, 표준 접착제 도포두께 결정법 등 다양한 종류
의 체계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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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Korean west-south offshore wind zone) 해저지반의 spudcan 침투력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Spudcan 및 leg의 설계시 침투력의 계산이 필요한데, 그 동안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하는 기존의 문헌, SNAME 규정 등을 검토하여 연구동향 및 설계기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규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밀한 해석 없이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한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저지반의 특성을 확인하여, SNAME 기준으로 spudcan의 침투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들은 향후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용
WTIV의 spudcan 및 leg 설계시 실용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 Spudcan penetration force(Spudcan 침투력), Korean west-south offshore wind zone(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WTIV,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 
 

1. 서론 
 
최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저장량 감소 및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등에 대한 우려로 풍력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인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을 위한 기반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기는 
하부구조물과 상부구조물로 구분되는데, 너셀(nacelle)이나 
블레이드(blade)와 같은 상부구조물은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WTIV)을 
이용하여 하부구조물과 조립하게 된다. 잭업리그(jack-up 
rig)나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의 설계시, spudcan의 
해저지반에 대한 침투력(penetration force)을 설계초기에 
결정하여야 한다. Spudcan의 해저지반에 대한 침투력은 
spudcan의 치수 및 leg 길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spudcan의 침투력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1]. 본 연구에서는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하는 기존의 문헌 및 SNAME T&R 
5-5A[2] 규정 등을 검토하여 연구동향 및 설계기준을 
확인하였다. 해저지반에 대한 spudcan의 침투력 계산의 
경우, SNAME 규정에 의한 해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모사(simulation) 결과를 
활용하도록 주요 선급에 규정되어 있다. SNAME 규정에 
의한 해석적 방법의 경우 복잡한 전산모사 없이 신속하게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할 수 있어 설계초기 단계에 특히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AME 규정을 활용하여 
실용적으로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하는 절차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저저반에 대한 spudcan의 침투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spudcan의 
침투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SNAME 규정에 제시된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하는 
절차를 나타내었다. 4장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저지반의 특성을 소개하고 spudcan의 침투력을 SNAME 
규정 기반으로 검토하였으며, 5장에서는 결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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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udcan 침투력에 대한 연구동향 
 
Spudcan의 해저지반에 대한 침투력 및 추출력(extraction 

force)에 대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Sloan과 Kleeman[3]은 점토(clay) 층에서 spudcan의 
추출력에 대해 수치해석을 통한 상, 하한 값을  제안하였다. 
Merifield 등[4, 5]은 점토와 모래층에서 평판 지주(plate 
anchors)의 추출력을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였다.  
Purwana[6, 7]는 기존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였으며, 연약 
점토(soft clay) 층에서 spudcan의 침투력 및 추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Table 1은 spudcan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spudcan과 토질(soil)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6]. Table 2와 3은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모형시험 및 이론식을 정리한 것이며[5], Table 4는 
spudcan의 추출력에 대한 인자(parameter)를 정리한 
것이다[6]. 이와 같이 spudcan의 해저지반에 대한 침투력 
및 추출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다층(multi-layer) 토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able 1 Summary of spudcan studies[6] 

 

Table 2 Laboratory model tests on plate anchors in  
cohesionless soil[5] 

 
 

Table 3 Theoretical studies on plate anchors in  
cohesionless soil[5] 

 
 

Table 4 Summary of suction factors reported by various 
researchers[6] 

 



3. SNAME T&R 5-5A 규정 
 
SNAME T&R 5-5A 규정은  잭업 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하중정의, wave 하중의 계산, 허용안전율, 동적증폭계수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6장에 spudcan의 해저지반에 
대한 침투력을 설명하고 있다. SNAME 규정에 의한 해석적 
방법의 경우, 복잡한 전산모사 없이 신속하게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할 수 있다. Fig. 1은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하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토질의 특성 및 
spudcan의 주요치수를 준비한 후, 개별 토질(점토, 모래 층) 
층에서의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한다. 이후 다층 
토질에서의 특성(squeezing, punch-through)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계산 된 spudcan의 침투력이 설계사양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spudcan의 치수 및 형상을 변경하여 
반복계산하게 된다. 

 

 
Fig. 1 Flow chart : estimation of spudcan penetration force 

 
3.1 토질 특성 준비 및 spudcan의 형상 결정 

 
Spudcan의 침투력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 해저 

토질 특성을 준비하고 spudcan의 형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Table 5는 필요한 토질 특성 및 기호를 나타낸 것이며, Fig. 
2는 전형적인 spudcan의 주요 형상 및 치수를 나타낸 
것인데 다각형 구조인 경우 등가의 지름을 갖는 원형으로 
가정하여 침투력을 계산하게 된다.  

Table 5 Required soil data 
Soil data Unit Description 

γ' (kN/m3) Submerged unit weight 
cu kPa Undrained shear strength 
Φ Deg(°) Angle of internal friction for sand

 

 
Fig. 2 Typical spudcan geometries 

 
3.2 개별 토질 층에서의 spudcan 침투력의 계산 

 
Fig. 3은 spudcan의 침투력 계산을 위한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써, spudcan이 침투한 후 spudcan의 윗면에 흙이 
쌓이는 back-flow의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계산식이 
적용된다.  

 

 
Fig. 3 Spudcan bearing capacity analysis 

 
식 (1)은 back-flow가 없을 때 점토 층이 견딜 수 있는 

수직방향 하중 계산식이며, 식 (2)는  back-flow가 있을 때 
점토 층이 견딜 수 있는 수직방향 하중 계산식을 나타낸 
것이다.  

 

( )'
c c 0sV u cF c N d p A= +                   (1) 

0

' '
0L VV F F A Vγ= − +                           (2) 

 
같은 방식으로, 식 (3)과 (4)는 모래 층의 수직방향 하중 

계산식이다. 식 (1)~(4)의 계산에 사용된 인자는 Table 6에 
정리하였다. 

 

( )' '
00.5 sV q q qF BN d p N s d Aγ γ γγ= +     (3) 

0

' '
0L VV F F A Vγ= − +                             (4) 



Table 6 Parameter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spudcan 
penetration force 

Parameter Description  
Nc  Bearing capacity factor 
sc  Bearing capacity shape factor  
dc  Bearing capacity depth factor  
A  Spudcan effective bearing area  
po’  Effective overburden pressure at depth, 

D, of maximum bearing area  
Nq  Bearing capacity factor  
Nγ  Bearing capacity factor  
sγ  Bearing capacity shape factor 
dγ  Bearing capacity depth factor  
sq  Bearing capacity shape factor  
dq  Bearing capacity depth factor  
FV  Vertical foundation capacity  
VLo  Maximum vertical foundation load during 

preloading 
V Volume of soil displaced by spudcan  
B Effective spudcan diameter  

 
3.3 다층 토질에서의 spudcan 침투력의 계산 

 
3.2절에서 계산된 개별 토질에서의 spudcan 침투력은 

토질의 배치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squeezing과 punch-through가 있다. Squeezing은 연약한 
지반아래 강한지반이 있을 경우, 연약지반의 지지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점토 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Punch-through는 squeezing과 반대로 강한지반 
아래 연약지반이 위치하여, 강한지반이 원래의 특성보다 
낮은 지지력을 갖는 현상을 말한다. 식 (5)와 (6)은 점토 
층의 squeezing 효과를 고려한 수직방향 하중 계산식이며, 
Fig. 4는 계산에 사용된 주요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 )' '

0 c 0
1.2 sV u c c u

bB DF A a c p A N d c p
T B

⎧ ⎫⎛ ⎞= + + + ≥ +⎨ ⎬⎜ ⎟
⎝ ⎠⎩ ⎭

   (5) 

( )

0

'

'
c

1.2

    s , (a=5.0, b=0.33)

L u

c c u

bB DV A a c V
T B

A N d c V

γ

γ

⎧ ⎫⎛ ⎞= + + +⎨ ⎬⎜ ⎟
⎝ ⎠⎩ ⎭

≥ +

              (6) 

 

 
Fig. 4 Squeezing of clay layer 

Squeezing은 식 (7)을 만족할 때만 발생하며, 아래에 
위치한 강한지반의 수직 지지력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 )3.45 1 1.1 /B T D B≥ +                 (7) 

 
식 (8)과 (9)는 강한 점토 층 아래 약한 점토 층이 위치할 

경우의 punch-through 효과를 고려한 수직방향 하중 
계산식이며, Fig. 5는 계산에 사용된 주요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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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unch-through : firm clay over weak clay 
 
식 (10)과 (11)은 모래 층 아래 점토 층이 위치할 경우의 

punch-through 효과를 고려한 수직방향 하중 계산식이며, 
Fig. 6는 계산에 사용된 주요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V V bF F W= −                         (10) 

'
,V V b aF F W AIγ= − −                     (11) 

 
여기서 FV,b는 식 (1)에서 가상의 지름 (B+2H/n) 및 가상의 

단면적 (1+2H/n/B)2A를 적용한 back-flow가 없을 때의 
점토 층에서의 수직방향 하중이며, ( ) 2 '1 2 /W H nB AHγ⎡ ⎤= +⎣ ⎦

, 
n=3이다 .  

 

 
Fig. 6 Punch-through : sand over clay 



4.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저지반의 
특성소개 및 spudcan의 침투력 검토 
 

4.1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지반특성 
 
Fig. 7에 표기된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한반도에서 

풍속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Fig. 8과 Fig. 9은 각각 
참고문헌[8]에서 발췌된 해저지반 조사지점 및 측정된 
지반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9에서 NO-1 ~ NO-5는 
비교적 안정된 지반특성을 보여주는데 반해 NO-5 ~ 
NO-8의 경우 punch-through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O-1과 NO-8에 대한 spudcan의 침투력을 SNAME 
규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Fig. 7 Korean west-south offshore wind zone 
 

 
Fig. 8 Test points[8] 

 
Fig. 9 N value vs penetration depth curve[8] 
 

4.2 Spudcan의 침투력 검토 
 
Table 6은 NO-1과 NO-8 지점에 대한 해저지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8]. NO-8은 연안지역으로써, 얕은 모래 층 
아래로 연약한 점토 층이 두껍게 위치함을 알 수 있다. 

 
Table 6 Soil properties of Korean west-south offshore 

wind zone[8] 

 
 

Table 7과 8은 각각 NO-1과 NO-8 지점에 대해 SNAME 
규정을 적용하여 구한 spudcan의 침투력을 정리한 것이며 
Fig. 10과 Fig. 11은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계산시 
사용된 spudcan은 평평한 원통형으로써, 단면적 100m2, 
높이 2m를 적용하였다.  

해저지반이 안정된 NO-1의 경우, 약 14,000ton까지 
수직하중을 지지한 후 punch-through가 발생하는데,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의 일반적인 사양을 고려해 볼 
때, 실제 punch-through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NO-8 지점의 경우 1,500ton의 
수직하중을 지지한 후 punch-through가 발생하여 25m 
지점까지 급격히 spudcan이 침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spudcan의 침투력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사용될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의 
spudcan의 단면적 및 leg의 치수결정에 주요한 인자로 
활용할 수 있다. 

 



Table 7 Spudcan penetration force : NO-1 

 
 

Table 8 Spudcan penetration force : NO-8 

 
 

 
Fig. 10 Spudcan penetration force : NO-1 

 
Fig. 11 Spudcan penetration force : NO-8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저지반의 

spudcan 침투력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하는 기존의 문헌, SNAME 규정 등을 
검토하여 연구동향 및 설계기준을 확인하였다. SNAME 규정에 
의한 해석적 방법의 경우 복잡한 전산모사 없이 신속하게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AME 규정을 활용하여 실용적으로 
spudcan의 침투력을 계산하는 절차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저저반에 대한 
spudcan의 침투력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다수 지점에서 
일정하중을 지지한 후 급격히 spudcan이 해저로 침투하게 
되는 punch-through 현상이 예측되었다. 이와 같이 계산된 
spudcan의 침투력은 향후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사용될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의 spudcan의 단면적 및 
leg의 치수결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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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numerically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with opening and also to fit the design-oriented formulae. For this purpose a three series of well 
executed experimental data on longitudinally stiffened steel plates with and without opening subjected to uniform axial 
in-pane load carried out to study by the buckling and post-buckling up to the final failure have been chosen. Also, a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 capable of efficiently analyzing the elasto-plastic large deflection behavior of stiffened 
panels is developed and used for simulation. The feasibility of the present simulation process is confirmed by good 
agreement with results of experiment. More case studies are developed employing the simulation proces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various design variables on the reduction rate of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induced by opening. 
Based on the computed results, two design formulae are fitted and the accuracy of design formulae is studied. 
Furthermore, the viability of the design formulae for practical engineering has been proved.  

 
Keywords: Stiffened panel, Opening, Reduction rate, Non-linear analysis, Formulae fitting 
 

1. INTRODUCTION 

Due to the simplicity in their fabrication and 

excellent strength-to-weight ratio, stiffened panels are 

extensively used for marine structure such as foundation 

structure of marine wind turbine, ship decks and hulls, 

components of offshore structures, box-girder bridges 

and so on. Openings are necessitated by piping, ducts 

and other accessories for maintenance purposes. 

Rectangular opening and circular opening are common 

opening types, in this study, only rectangular opening is 

considered. Fig. 1 shows a typical ship deck with 

opening in between the bulkheads and deep longitudinal 

components. This paper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response of a panel that is supported by girder along 

longitudinal edges. 

In general, the loading cases in ship and offshore 

panels are considered significant, which include axial, 

biaxial compression, in-plane shear and the combination 

of in-plane loading with lateral pressure. These load 

components are not always applied simultaneously. One 

of the most important loads applied on stiffened plates 

is longitudinal axial compression. When a ship hull is 

under vertical bending, deck panels are predominantly 

subjected to longitudinal axial compression in sagging 

or longitudinal axial tension in hogging. For most 

collapse modes, when the structures are subjected to 

longitudinal tension, ultimate strength equal to yielding 

stress is supposed. 

 

Fig. 1 A typical ship deck in between the bulkhead 

Extensive analyt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al 

work have been carried out during the last two decades 

Rectangular Opening 

Longitudinal Stiffener 
Transverse Stiff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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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amine the behavior and ultimate load carrying 

capacity of stiffened panels with varied loading cases. 

Efforts on experimental investigation for stiffened panel 

collapse behavior are made by Tanaka (1988), Hu et al. 

(1997), Hopperstad et al. (1999), and Shanmugam et al. 

(1996). Paik and Kim (2002) developed advanced, yet 

design-oriented ultimate strength expressions for 

stiffened panels subject to combined axial load, in-plane 

bending and lateral pressure. Fujikubo and Kaeding 

(2002) adopted idealized structural unit method to 

propose a new simplified approach for collapse analysis 

of stiffened plates. For doctor of philosophy, Chen 

(2003) investigated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panels 

using a beam-column method. Ghavami (2006) 

presented numer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n 

the compression behavior of stiffened plates. Quiel et al., 

(2010) used a stress-based approach and simplified the 

continuous equations to calculate the buckling strength 

of steel plates exposed to fire.  

As illustrated above, a number of studies about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have been 

completed, thus designer can select any approach to 

precisely predict the behavior of stiffened panel. 

However, regarding structure with opening, there are 

few research merits with respect to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Ultimate load capacity of unstiffened 

plates, in contrast, has been focused more. K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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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d on above literature review,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the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with opening. In this paper, the reduction 

rate (α) between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with opening and without opening is investigated. 

Product of the reduction coefficient and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without opening, the ultimate 

load capacity can be obtained. 

2. STUDY OF EXPERIMENT AND FINITE 
ELEMENT SIMULATION 

Alagusundaramoorthy et al., (1999) tested eighteen 

stiffened panels to experimentally study the collapse 

load of stiffened panels with and without cutout with 

simply supported boundary conditions on both loading 

and unloading edges under uniaxial com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simulation in the below section, only 

the specimens with opening section rectangular flat of 

size 5.77×25mm are selected since both experimental 

facilities and simulation method for all specimens and 

models have no difference. In other words, five tests 

have been carried out both on simulation and 

experiments with same geometric dimension and 

material properties (Summaries are shown in Tables 1 

and 2) to prove the feasible of the FEM process.  

Table 1 Test specimens 

Sl. 
No.

Specimen t 
(mm)

 Size of 
cutout b d mm  

Cutout 
ratio 

 

1 STP1 5 56 
－ － 

2 STP7 4 70 
－ － 

3 STPO6 5 56 280 280 1.0 

4 STPO8 4 70 280 280 1.0 

5 STPO15 5 56 280 420 1.5 

 
Table 2 Material properties 

Sl. 
No.

Specimen t 
(mm)

  E  

1 Plate 5 282 1.76 10
2 Plate 4 218 2.12 10
3 Stiffener 5.77 398 1.67 10

 

Before testing, the initial out-of-plane 

displacements in the plate ( ∆ , initial overall 



 

 
 

displacements of the whole panel (∆ ) and torsional 
initial displacements in stiffeners (∆  were measured. 

Both in this experimental study and following numerical 

study, residual stress are never taken into account. More 

details about the test rig can be found in the reference. 

Since the models have large deflections and plastic 

deformations when structures reach the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finite element analyses have to be 

performed using software offering combined 

geometrical and material non-linear capabilities. In this 

stud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ackage, ABAQUS, is 

utiliz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stiffened panels with 

rectangular opening. Therefore, one side and large 

displacement option is activated in the control menu of 

solver; on the other side, material nonlinearity is 

modeled using an incremental plasticity theory 

assuming the material to be elastic-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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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two groups of model, the geometry and 

material properties of the first group model are same as 

above experiment, in comparison, the length and 

breadth of other group model is 1500mm×1500mm 

(L B ，and each stiffened panel is subjected to two 

flat stiffeners with a span of 500mm. Plate slenderness 

ratio is define as , which in the practical 

range of 1.0-4.5 is used in ship construction, by keeping 

width of plate between stiffeners (A) constant as 

500mm, and varying thickness of plate (t) as 5mm, 8mm, 

10mm, 12mm and 15mm to obtain above right range. 

The height of stiffeners (h ) is fixed as 50mm and 

thickness (t are changed with value of 6mm, 10mm 

and 15mm, based on definition of plate slenderness ratio, 

the stiffener slenderness ratio (β ) are 0.29, 0.18 and 

0.12, respectively. Opening locates in the center of span. 

The breadth of opening (b) is constrained as 400mm 

while the opening height (d) is varied as 0mm (no 

opening), 200mm, 400mm, 500mm, 600mm and 

800mm. Opening ratio (AR), whose magnitudes are 0, 

0.107, 0.216,0.267,0.32 and 0.427, is considered as ratio 

of opening area to plane area (1500mm 500mm) 

between the stiffeners. Geometry definition of 

simulation model is shown in Fig. 2. The yield strength 
of plate ( ) of second group are assumed as 250  

with Young’s modulus (E) as 200G  and Poisson’s 

ratio (ν ) of 0.3. 

L

Bd

b

    

Fig. 2 Simulation models 

Fig. 3 shows a typical finite element mesh used in 

the present analysis, the stiffened panel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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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 and u ) and three rotations 

(R ,R and R ).  

 

Fig. 3 Finite element mesh 

The mesh size is selected as 25mm × 25mm 

balancing the calculation convergence and consuming 



 

 
 

time, more details can be found in reference proposed 

by Kumar, 2007, that were obtained by a study of 

unstiffened plate without opening. 

To simulate, the unloaded edges are supported by 

bulkhead or other strong structures, all the nodes in 

these edges are fixed. Otherwise, since the loaded edges 

are subjected to transverse frame which will move with 

the stiffened panel along longitudinal direction, all 

nodes in these edges are restrained in five freedoms, 

only longitudinal translation ( ) is free. Additionally, 

all nodes along loaded edge are MPC constrained in one 

reference point, in which the displacement loading is 

applied. Boundary condition is shown in the Fig. 4. 
   

 Fig. 4 Boundary Condition and Constraint 

Because the post-weld initial imperfections in the 

form of initial deflections and residual stresses exist in 

ship stiffened panels and can significantly affect (reduce) 

the ultimate strength, such welding induced initial 

imperfec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strength 

calculations as parameters of influence. However, in the 

current study, most focuses are the rate of ultimate 

strength between stiffened panel with opening and 

without opening. Since welding is the major source of 

initial perfection, the initial perfection induced by 

opening can be neglected compare with welding.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initial imperfection on the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after opening can be 

approximated same as before opening. Based on 

explanation above, a hypothesis is made, that effect of 

initial imperfection can be ignored during calculating 

reduction rate of stiffened panel ultimate strength 

induced by opening. To prove this assumption, the 

simulation of first group models with initial 

displacement is also computed. First-order natural 

buckling mode is obtained firstly by calculation type of 

“Static, General”; afterwards, results of this step are 

conducted as input datum in the calculation step of 

“Static, Riks”. 

3. RESULTS AND DISCUSSION 

A typical collapse model is shown in Fig. 5. 

Summary of comparison results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for the first group models is shown in Table 

3, and the reduction rate is the change in ultimate load 

capacity of stiffened panel by opening with respect to 

the perfect stiffened panel. As illustrated in this table, 

the difference of reduction rate with respect to 

experiment, simullation1 and simulation2 is confined, 

comparison of the results show that in general good 

agreement exists among the simulations and experiment. 

This confirms that our simulation processes is valid and 

the assumptions made are acceptable as well. 

 

Fig. 5 Typical collapse mode 

 
 

Table 3 Result comparison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Specimen Item kN  Specimen Item kN Reduction rate 
STP1 Experiment 532.101 STPO6 Experiment 425.085 20.11% 



 

 
 

Simulation1 601.854 Simulation1 488.52 18.83% 
Simulation2 1036 Simulation2 839.003 19.02% 

STP7 
Experiment 434.591

STPO8 
Experiment 345.274 20.55% 

Simulation1 457.84 Simulation1 362.396 20.85% 
Simulation2 682.068 Simulation2 538.886 20.99% 

STP1 
Experiment 532.101

STPO15 
Experiment 411.698 22.63% 

Simulation1 601.854 Simulation1 473.127 21.39% 
Simulation2 1036 Simulation2 800.803 22.70% 

＊Simulation1 is results considering initial imperfection, and Simulation2 is results without considering initial displacement 

 The results of reduction rate for the second group 

models are summariz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arious design variables on reduction rate, some 

relations between them are discussed. Fig. 6 shows the 

effect of opening size on reduction rate versus different 

plate thickness when thickness of stiffeners is 6mm. All 

curves are approximately parabolic form, and as 

opening depth is larger than 500mm, the change of 

reduction rate with opening size is small. When the 

depth is greater than 500mm, the maximum differences 

of strength reduction rate vary by about 1.5%. In 

contrast, when the depth is lower than 500mm, the 

maximum difference in strength reduction rate is over 

10%. Based on this result, in the following section, 

formulae fitting are performed under two conditions: for 

opening less than 500mm and greater than 500mm.  

Fig. 7 shows the influence of opening size on 

reduction rate versus different stiffeners as slenderness 

ratio of plate is 3.54. It is observed that, the rate of 

increase of reduction rate is slowed down with the 

increase in depth. For the depth not greater than 400mm, 

the reduction rate increases with the stiffeners strength. 

However, above 400mm depth, the reduction rate trend 

shows opposite drif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hange 

in reduction rate does not mean the similar change in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r panel with opening, the 

change of reduction rate is response of slope of ultimate 

strength curve. 

Fig. 8 shows the influence of plate thickness on 

reduction rate versus different stiffeners as opening 

measure is 200mm 400mm.  It is seen from this 

figure that with increase in plate slenderness ratio (or 

decrease in plate thickness), the reduction rate decrease 

sharply. It implies that plate affect the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r panel more than stiffener. 

   

Fig. 6 Reduction ratio vs d for different β (t 6mm) 

  

Fig. 7 Reduction rate vs d for different stiffeners (β 3.54  



 

 
 

  

Fig. 8 Reduction rate vs β for different stiffeners (d=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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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e 

relative accuracy of two design formulations for 

predicting the reduction rate of ultimat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induced by opening are proposed, and 

their precision is studied by comparing the formulae 

results against corresponding results from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s mentioned early, when the opening depth is 

greater than 400mm, or 1, reduction rate can be 

considered as identical with same stiffener but different 

plate, average magnitude are used for characterization. 

Since only plate slenderness ratio and opening measure 

are considered dominant significant on reduction rate, 

surface fitting tool command of MATLAB is expedient 

for fitting the surfaces. The type of fitted equation is 

polynomial, and the highest order is second. However, 

the effect of plate on reduction rate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as the opening depth is not greater than 400mm, 

that is 1. MATLAB command is inapplicable, 

substitute for it. Thus the general process of regression 

analysis is adapted as following, 

The form of design formulae can be expressed as , , ,         (1)                          

Where, , ,  and  have the same indication 
as above; , , , ,  and ,  are regression 

coefficient, which should be determined. 

Calculate the natural logarithm for both sides of Eq. 

(1),  ln ln , ln , ln , ln   (2) 

Input the obtained data shown in Table 6, 
coefficients , , ,  ,  and ,  can be determined 

by the least square method. The final designed 

equations are as following, 

In the case of 1, 

α 0.052 1.108 0.205 1.598
1.224 1.31     (3) 

Otherwise, α 1.019 . . .       (4)             

Defined is  as the results obtained by design 

formulae and  as the result from simulations. The 
ratios of  to  provide mean of 0.998 and 

1.019 together with COV of 0.25% and 9.5%. The 

precision of Eq. (3) is much higher than Eq. (4). 

However, from the view of practical engineering, both 

of them can be receipted and applied for basic structural 

design. Comparison between results of design formulae 

and simulation are shown in Fig. 9. 

 

Fig. 9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formulae and simulation 
 



 

 
 

5. CONCLUSION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a 

design-oriented method for predicting the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of stiffened panel with opening on 

the basis of existing calculation method about ultimate 

strength of perfect stiffened panel. Basing the results of 

Alagusundaramoorthy experiment on 5 specimens and 

this investigation on the analysis of 90 models by 

ABAQUS, the following conclusions may be drawn. 

Although some simplifying assumptions about initial 

imperfections were made, the accuracy of the reduction 

rate obtained by simulation is relatively in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f experiment. Through 

comparison between results of simulation and 

experiment, it is demonstrated that the simulation 

process to perform the analysis of stiffened panel with 

opening is reliable and hypothesis proposed in this 

paper is tenable. From more case studies by simulation, 

the effect of various design variables on the reduction 

rate is investigated. As the opening area ratio is greater 

than 0.267, the influence of plate thickness on reduction 

rate can be ignored, and reduction rate increase with 

strength of stiffener; otherwise, effect of plate thickness 

have to be take into account, and reduction rate decrease. 

Also, It is seen that with increase in plate slenderness 

ratio (or decrease in plate thickness), the reduction rate 

decrease sharply. Two different approaches are used to 

fit the design formulae referring to simulation datum. It 

is evident that both design formulae can be applied in 

practical engineering through comparison results of 

design formulae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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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외판구조물의 충돌하중에 의한 거동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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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by Impact Loadings 
for Ship Shel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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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a ship collision accident, A common phenomenon that occurs in structures is plastic deformation 

accompanied by a large strain such as fracture. In this study, To the rational design against accidental limit state, the
plastic material properties of steel applied to the line heating should be found. First of all, Two representative 
equation, Cowper-Symonds model and the Johnson-Cook model, were describ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n line heating steel and non-heating steel were obtained the material constants of C-S model and J-C model by
the numerical analysis. In addition, Shell structures made by cold forming and line heating were conducted the drop
collision test. As a result, Ability to absorb the energy on the impact loads of shell structure adopted line heating was
reduced.
Keywords : Line Heating(선상가열), Strain rate(변형률 속도), Material constant(재료상수), Dynamic hardening factor(동적계수), 
            Plastic hardening(소성경화), Triaxial stress(삼축응력), Fracture(파단)

1. 서 론
해양사고 중 선박 충돌에 의한 사고가 매년 전체 해양사고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의 충돌사고는 충돌에 의한 붕
괴 거동과 파단형태, 선형 및 선각 구조에 따른 충돌에너지 흡수 
능력 등의 영향으로 충돌현상도 크게 다르게 나타나서 충돌 및 
좌초사고 시 손상 및 파단을 정확히 추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선
박 충돌사고 시 구조물에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은 파단과 같이 
대변형률을 동반하는 소성변형이다.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선박구조물의 파단을 최소화하면서 구조물의 소성변형을 
극대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박구조물의 
소성변형 및 파단 특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선박 내부구조의 강
도나 배치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선박의 
최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곡 외판에 대한 소성 및 파단 특성에 관
한 기초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사고한계상태에 대비한 합리적 설계를 위하여 선상가열
을 적용한 선박외판용 강재의 소성 재료특성을 규명하려는 연구
의 일환으로 Lim 등(2012)이 실험을 통해 제시한 선상가열 적용
강재의 재료 물성치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상가열 적용 강재의 기계적 물성치는 열 하중에 의해 재료의 
강도는 증가하나, 열에 의한 경화로 인해 진파단변형률은 감소되
었다. 또한, 가열하지 않은 일반 강재에 비해 충격 하중에 의한 
에너지 흡수 능력은  급격히 저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것은 최종강도한계(Ultimate state limit)설계에서는 가열하
지 않은 일반 강재보다 우수하지만, 사고한계상태(Accidental 
limit state)설계 관점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상가열이 적용된 외판구조물의 충돌과 같
은 동적인 파단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
해 우선 변형률속도에 대한 두가지 대표적인 구성방정식인 
Cowper-Symonds 모델과 Johnson-Cook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문헌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Cowper-Symonds모델 재료상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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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속도에 따른 재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고속 인장실험을 시행하여 재료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기존 연구
자들의 문헌 검토 및 재료 데이터 발췌를 통해 재료상수를 추정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고속 인장실험은 1/s ~ 1000/s 사이
의 중변형률속도 이상에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압 또는 유
압식 고속 실험기를 사용하여 물성실험을 해야 하지만 아직 명확
한 실험방법이나 시편 등에 대한 규격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
한, 최근 자동차분야 및 항공 산업에 있어서 재료의 동적 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동적 물성실험이 시행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박·해양구조물용 강재에 대한 동적 재료 
실험데이터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
해석을 이용하여 선상가열 적용 강재에 대한 고속인장실험을 구
현하고 재료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확보된 재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Cowper-Symonds 및 Johnson-Cook 변형률속도 구성
방정식의 재료상수를 도출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해석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낙하충돌실험 및 수치해석을 실시하고, 실험결과 데
이터를 토대로 동적 충돌문제에 있어서 선상가열 적용 강재의 변
형률속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변형률속도 구성방정식
약 1/s 이하의 변형률속도는 통상 저변형률속도(Low strain 

rate)로 간주되어 준정적(quasistatic)인 문제로 취급된다. 중변형
률속도(Intermediate strain rate)는 1/s ~ 1000/s 사이의 변형률
속도를 의미하며 이 구간에서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관성력과 
응력파의 영향이 상당히 증가한다. 저변형률속도 구간과 달리 소
성변형에 의하여 발생한 열이 주위로 전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일부의 열이 부재 온도를 상승시킨다. 그리고 재료가 
1000/s 이상의 고변형률속도로 변형하면 주로 응력파가 부재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빠른 변형으로 인하여 부재에서 발
생된 열이 전도될 시간을 가지지 못하여 단열상태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성변형에 의하여 발생된 열의 대부분이 부재의 온도상
승에 기여한다. 

Fig. 1은 변형률속도에 따른 탄소강의 동적 항복응력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s 이하의 변형률속도에 대하여는 준정적 
물성실험으로부터, 약 100/s 이상의 변형률속도에 대하여는 홉
킨슨 바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이다. 변형률속도가 증가할수록 
항복응력이 점차 증가하고 약 500/s을 지나면 동적 항복응력이 
매우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강재에 있어서 
강도가 높을수록 변형률속도에 대한 민감도가 적은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형률속도에 대한 구성방정식은 소성변
형으로 인한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를 이론적으로 완벽
히 나타낼 수 있는 구성방정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연구자들
이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여 재료의 소성 영역에서의 변형률속도, 
온도에 대한 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1 Dynamic yield stress according to strain rate 
(Meyer, 1994)

대표적인 변형률속도 구성방정식인 Cowper-Symonds 모델과 
Johnson-Cook 모델은 모두 변형률속도의 변화를 정적 항복응력
의 동적계수(DHF, Dynamic Hardening Factor)로서 근사한 경우
이며 각각 저변형률속도와 중-고변형률속도에 적합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정적 유동응력 )( ps

Y εσ 과 동적 유동응력
),( ppd

Y εεσ & 을 연결하는 동적계수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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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per-Symonds 구성방정식에서 동적계수는 식(2)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DCS 와 qCS 는 Cowper-Symonds 모델의 재료
상수이다. 최종적인 Cowper-Symonds 구성방정식은 식(3)과 같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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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Cook의 변형률속도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Johnson-Cook 정적 소성경화(Plastic hardening) 모델을 우선적
으로 이해해야 한다. 식(4)와 같이 Johnson-Cook 정적 경화모
델은 기본적으로 소성 변형률과 온도를 변수로 가진다. 이때 요
구되는 재료상수는 AJC, BJC, n, m 네 가지이며 모두 재료의 천
이온도 Ttrans(재료에서 온도의 상승에 따른 항복응력의 저하가 발
생하지 않는 최대온도) 이하에서 계측된 값이어야 한다. 또한, 무
차원온도 T* 는 식(5)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T는 재료의 현재
온도(Instantaneous temperatur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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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Cook 모델에 있어서 동적계수는 식(6)과 같이 나타
내어지며 식(1)과 식(4)를 이용하면 최종적으로 변형률속도를 고
려한 Johnson-Cook 구성방정식을 식(7))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여기서 refε& (Reference strain rate)는 통상 1/s로 간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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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상수 도출
본 연구에서는 선상가열 적용 강재에 대한 고속인장실험을 수

행하는 대신 수치해석을 통해 고속인장실험 결과를 취하여 
Cowper-Symonds 모델과 Johnson-Cook 모델의 재료상수를 구
하였다. 그리고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동적 경화계수를 도출하여 
변형률속도에 따른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문헌을 통해 동적경화 구성방정식이 변형률속도만의 함수로 나
타내어도 큰 오차가 없다는 가정을 하였다. 

    
Fig. 2 FE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선상가열 적용 강재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을 Fig. 2에 나타내
었다.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는 ABAQUS를 사용하였는데, 준정
적 변형률속도(0.001/s)와 1/s 이하의 저변형률속도는 정적해석
(Static analysis)을, 10/s~100/s사이의 중변형률 속도는 동적해
석(Dynamic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충돌이나 좌초사
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20Knots이하의 저속 충돌이어서 본 연
구에서는 1000/s 이상의 고변형률 속도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일반적인 연강과 선상가열 적용 강재에 대한 고속인장실
험 수치해석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변형률 
속도에 따른 재료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a) 가열속도가 300mm/min인 선상가열실험을 실시
(b) (a)에서 얻은 시간 이력에 따른 온도데이터를 이용하여 열
    전달 및 열탄소성해석을 실시
(c) (b)에서 얻는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형률속도에 따른 
    고속인장실험 수치해석을 실시
(d) 일반 연강에 대해서도 (c)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속인장실
    험 수치해석을 실시 
(e) (c)와 (d)의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변형률속도에 따른 평균 
    진응력-진변형률 도출
(f) 준비된 재료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변형률 수준에 대한 동
   적경화계수 도출
(g) (f)에서 얻은 동적경화계수로부터 Cowper-Symonds와 
    Johnson-Cook 모델의 재료상수 도출
(h) (g)에서 구한 재료상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연
   구 결과와 비교
 
두께가 10mm인 “A”급 연강에 대해 위의 순서 (a)-(d)을 수행

하여 변형률속도에 따른 진응력-진변형률 관계를 Fig. 3에 나타
내었다. 또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동적경화계수를 도출하여 변
형률속도에 따른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Fig. 4에 변형률 수준에 
따른 동적경화계수의 변동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0.05, 0.1, 
0.15, 0.2의 4단계 소성변형률 수준에 대한 동적경화계수를 도
출하여 나타내었다.  

⒜ Line heating steel 

⒝ Non-heating steel
Fig. 3 Estimated true stress-true strain curves of “A”grade 

steel at various strain rates by numerical analysis 



Constitutive 
Model Type DCS QCS CJC

Cowper-
Symonds

Line heating 
steel

Non-heating 
steel

410

40

5

5

N/A

N/A

Johnson-
Cook

Line heating 
steel

Non-heating 
steel

N/A

N/A

N/A

N/A

0.1824

0.1715

Author DCS qCS Reference
Jones 40 5  
Lee 355 5 Lee (1983)
Paik 3200 5 Paik & 

Chung(1999)
Lim 식(8) 5 Lim (2005)

⒜ Line heating steel

⒝ Non-heating steel
Fig. 4 Dynamic hardening factors of “A” Grade steel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가열하지 않은 일반 연강(b)과 선상

가열을 적용한 강재(a) 모두 변형률속도가 증가할수록 동적경화
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동적경화계수는 
변형률속도의 함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로, 동적경화 구성방
정식을 변형률속도만의 함수로 나타내어도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4에 나타낸 동적
경화계수들을 이용하여 5% 항복강도(5% proof strss)를 기준으
로 Cowper-Symonds와 Johnson-Cook 모델의 재료상수를 구하
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Material constants of “A”grade steel (unit: /s)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속인장실험 수치해석
을 통해 도출된 동적경화계수와 재료상수를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결과와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Table 2 Material constants by other authors (unit: /s)

 MP
MP

for
for

MPa
expDCS

271

271

40

193779
364

92000

0

0
0

≤σ
>σ

⎪⎩

⎪
⎨
⎧

−⎟
⎠
⎞

⎜
⎝
⎛ σ×=

    (8)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선상가열 적용 강재의 경우 
Lee(1983)에 의해 제안된 Cowper-Symonds 변형률속도 구성방
정식의 재료상수에 대한 추정식이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와 가
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는 동적경화를 너무 과대 또
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Line heating steel 

⒝ Non-heating steel
Fig. 5 Comparison of dynamic plastic hardening of 

“A”grade steel



Model Tpye of
forming

Heating 
speed

[mm/min]
Number of
heating line

Notch 
radius
[mm]

IN-1 Cold 
bending - - -

IN-2 Cold 
bending - - -

IH-1 Heating 300 3 -
IH-2 Heating 300 3 -
IH-3 Heating 300 3 -
IN-3 Cold 

bending - - 20
IN-4 Cold 

bending - - 20
IH-4 Heating 300 3 20
IH-5 Heating 300 3 20
IN-6 Heating 300 3 20

Heat Source LPG
LPG pressure 1.7 kgf/cm²

Oxygen pressure
LPG flow rate

Oxygen flow rate
LPG heat value

4.0 kgf/cm²
23 ℓ/min
50 ℓ/min

24,000 kcal
Distance between 

torch tip and
plate surface

50 mm

Torch tip number 3000
Cooling Method Water cooling

4. 낙하충돌실험 및 수치해석
4.1 실험 장치 및 모델

낙하충돌실험은 손상실험과 파단실험으로 나뉘어 시행하였다. 
Fig. 7은 충돌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이다. 실험에 사용된 충돌
체(Striker)의 형상은 Knife edge type이며, 충돌체의 최대 중량
은 460kg이다. 실험 모델은 손상실험 모델 5개와 파단실험 모델 
5개로 총 10개의 모델을 제작하였다. 모델의 형상은 민덕기 등
(2011)이 빙해선박 구조물의 낙하충돌실험을 위해 고안한 모델
의 형상을 이용하였다. 부재 치수는 선상가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의 재료는 모두 “A’급 연강이며, 
공칭두께는 10mm이다. 또한, 부재 가공(성형)방법이 재료의 손
상 및 파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손상실험은 냉간가공 
모델 2개와 열간가공 모델 3개를 제작하였으며, 파단실험도 이와 
동일한 개수로 제작하였다. Table 3에 준비된 모델의 성형
(forming)방법, 가열속도 및 가열 횟수를 나타내었다. 

Table 3 Test models for drop test

4.2 선상가열실험

낙하충돌실험에 앞서 열간가공 모델에 대해 선상가열 자동화 
장치를 이용하여 선상가열실험을 시행하였다. 가열속도는 
300mm/min으로 하였으며, 그 외 가열조건을 Table 4에 나타내
었다. 냉각방식은 수냉(Water cooling)을 적용하였다. 가열 전 초
기 변위를 측정하고 시편이 냉각된 후 변위를 계측하여 그 차이
를 가열로 인한 변형량으로 정의하였다. 변위 계측은 레이저 센
서를 사용하였으며, 열 하중의 시간 이력에 따른 온도 변화는 열
전대(Thermocouple)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또한, 가열선의 간
격을 320mm로 하여 부재 전체에 투입되는 입열의 차이를 최소
화하였다. Fig. 6에 선상가열실험 장면을 나타내었다.

Table 4 Conditions of line heating experiment

     
Fig. 6 Photo of line heating for drop test model

또한, 냉간가공 모델을 열간가공 모델과 동일한 형상으로 제
작하기 위해 가열실험 후 부재의 변형량을 계측하였으며, 계측치
의 평균값을 구하여 선상가열에 의한 곡률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결정된 곡률과 동일한 곡률로 냉간가공을 시행하였다. 냉간가공
은 1,000톤 프레스(Press)를 이용하였다. 

4.3 낙하충돌실험

냉간가공과 열간가공으로 성형(Forming)한 부재에 절단된 보
강재를 용접하여 충돌 모델을 제작하였다. 각각의 모델에 스트레
인 게이지를 부착하고 양단의 지지대를 볼팅(bolting)으로 고정한 
후 충돌체를 자유낙하 시켜 피충돌체(Struck)와 충돌하게 하였다. 
Fig. 7에 실험을 위해 제작된 모델과 실험 장면을 나타내었다.

Fig. 7 Photo of prepared models and
drop test equipment



Model Tpye of forming
Permanent 

deflection at 
mid-point [mm]

Crack 
length
[mm]

IN-1 Cold bending 59.77 -
IN-2 Cold bending 61.43 -
IH-1 Heating 57.43 -
IH-2 Heating 54.77 -
IH-3 Heating 58.43 -
IN-3 Cold bending 74.67 20
IN-4 Cold bending 76.67 19
IH-4 Heating 74.23 23
IH-5 Heating 73.67 21
IN-6 Heating 72.33 24

실험 전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낙하 높이를 결정하였다. 손상
(Damage)실험을 위한 모델 5개는 충돌체(Striker)를 1.5m 높이
에서 낙하시켰으며, 파단(Fracture)실험을 위한 모델 5개는 충돌
체를 1.8m 높이에서 낙하시켜 구조물 파단을 유도하였다.

4.4 낙하충돌실험 결과

낙하충돌실험 후의 파단모델의 형상을 Fig. 8에 나타내었다.

⒜ IN-3                     (b) IN-4

 
⒞ IH-4                    ⒟ IH-5

Fig. 8 Photos after striking for fracture models
낙하충돌실험 후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낙하충돌 모델의 변

형량 및 파단길이를 계측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Comparison of the maximum deflection and 
      crack length for test models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낙하충돌 후 열간가공의 손상 및 
파단모델은 냉간가공의 손상 및 파단모델보다 처짐이 약 10% 정
도 감소하였다. 이것은 선상가열을 적용한 강재는 냉간가공 한 
강재에 비해 손상에 대한 저항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파단면의 크랙 길이는 열간가공 모델과 냉간가공 모델 모
두 유사하게 계측되었다. 이것은 냉간가공 모델보다 열간가공 모

델이 충돌에 대한 에너지 흡수 능력이 저하되어 더 낮은 응력분
포와 더 낮은 변형률에서 파단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낙하충돌실험 수치해석

낙하충돌실험에 대한 수치해석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 열간가
공 모델의 외판 부재를 모델링한 후 열전달 및 열탄소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열원(Heat flux)은 Tsuji가 제안한 2중 가우시안 열
속 형태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열전달해석 시 수냉효과를 고려하
기 위해 열원에서 150mm 떨어진 위치에서부터 대류계수
(Convection factor)를 부여하여 열손실을 구현하였다. 수치해석
은 ABAQUS를 이용하였는데, 열원의 이동 및 수냉 효과를 고려
하기 위해 총 390개의 단계(step)로 나뉘어 열전달해석을 수행하
였다. 이때 열원의 속도는 300mm/min으로 실험과 동일하다. 
Fig. 9는 낙하충돌 모델에 대한 열전달해석 진행과정을 나타낸
다. 열전달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열원이 통과한 과정의 온도 분
포를 각 Time step에서 계산하고, 이 결과를 열 하중으로 입력하
여 열탄소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잔류 소성변형을 계산하였다. 
수축량은 재료의 물성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Fig. 10에 열탄소성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 1st heating                ⒝ 2nd heating

⒞ 3rd heating
Fig. 9 Heat transfer analysis for drop test model

 

Fig. 10 Thermo-elasto-plastic analysis for drop test model
동일한 입열량에서 가열속도가 300mm/min인 선상가열 강재

의 재료 물성치를 확보하기 위해 시편의 모재로부터 인장실험을 
수행하는 대신 열전달 및 열탄소성해석으로 얻은 재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열선 방향으로 인장시편을 모델링하여 인장실험 수



σ0 n K
401.58 MPa 0.2131 1222.36 MPa

Model Experi
ment

Numercal analysis
Lee(19

83)
Paik(19

99)
Lim(20

05) Neglect
IN-1 61.77 63.02 63.03 62.84 63.19
IN-2 62.43 63.69 63.70 63.51 63.87
IH-1 57.43 59.96 60.04 60.58 60.97
IH-2 54.77 57.19 57.25 57.78 58.15
IH-3 56.43 58.92 58.99 59.53 59.91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인장시편의 규격은 
Fig. 2와 동일하다. Table 6은 10mm “A”급 연강에 대해 가열속
도를 300mm/min으로 선상가열을 적용한 강재의 초기항복응력, 
소성변형률 경화지수 및 강도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유동응력 
곡선을 구하여 Fig. 11에 가열하지 않은 모재의 유동응력 곡선과 
함께 나타내었고, 이를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Table 6 Mechanical properties for 10mm steel at heating 
speed - 300mm/min

Fig. 11 True stress-strain applied to FE model for flat 
specimen at line heating and non-heating steel

민덕기 등(2011)은 충돌 순간에 수천/s 이상의 변형률속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변형률속도 효과는 무시할 수 있으며, 빙해선
박 구조물에 대해 낙하충돌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해 이를 증명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관련문헌을 통해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Cowper-Symonds 모델의 재료상수를 이용하여 변형률속도를 고
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가정하여 낙하충돌실험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2는 낙하충돌실험 수치해석의 손상 및 
파단모델이다. 

⒜ Damage model

 ⒝ Fracture model
Fig. 12 Numerical analyses model for drop test

낙하충돌실험 후 계측된 평균 횡 변형은 손상모델이 약 56mm
이고, 파단모델이 약 73mm이다. 충돌직후 탄성회복(Spring 
back) 현상을 고려한다면 실제는 이보다 더 큰 변형이 발생한 것
으로 본다. Fig. 13 ~ Fig. 15에 손상 및 파단모델의 수치해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파
단 모델의 최대 변형량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 IN-2                  ⒝ IH-3 

⒞ IN-4                  ⒟ IH-6 
Fig. 13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for deformation

 

  
      ⒜ PEEQ                 ⒝ Triaxial stress

Fig. 14 Numerical analysis results of cold bending 
model(IN-4) for drop fracture experiment 

       ⒜ PEEQ                 ⒝ Triaxial stress
Fig. 15 Numerical analysis results of heating model

(IH-6) for the drop fracture experiment 
Table 7 Comparison results of the maxium deflection for 
     damage models (unit : mm)



Model FEA Experiment
IN-3 80.43 79.56
IN-4 82.51 81.67
IH-4 75.67 74.23
IH-5 76.12 73.67
IH-6 74.97 72.33

Table 8 Comparison results of the maximum deflection for  
     fracture models (unit : mm)

Table 7에서 알 수 있듯이 손상모델의 수치해석 결과 변형률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실험값과 평균 4%의 오차 범위내에
서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Cowper-Symonds 모델의 재료상수를 이용하여 변형률속도를 고
려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돌 
시 변형률속도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의 평형상태를 비교하
였다. Fig. 16은 손상 및 파단에 대한 냉간가공을 적용한 모델과 
열간가공을 적용한 모델의 운동에너지(KE)와 소산에너지(IE)의 
교환상태를 나타낸다. Fig. 16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에 따라 에
너지가 평형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재의 강
도가 클수록 에너지의 교환이 더디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Damage test

⒝ Fracture test
Fig. 16 Comparison of kinetic and dissipated energies 

history at cold bending and heating model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상가열 적용 강재와 가열하지 않은 일반 연

강에 대해 Cowper-Symonds 모델과 Johnson-Cook 모델의 대
표적인 구성방정식의 재료상수를 도출하고 변형률속도에 따른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또한, 제시된 재료상수를 이용하여 선박 
외판 구조물의  충돌에 의한 손상 및 파단을 수치해석으로 구현 
하였다. 외판을 냉간가공과 열간가공으로 제작한 낙하충돌 모델
에 대한 손상 및 파단실험과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선상가열과 같
이 외판에 열간가공을 적용한 강재가 냉간가공을 적용한 강재에 
비해 손상에 대한 저항능력은 우수하지만, 충격하중에 대한 구조
물의 충격에너지 흡수 능력은 저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최종강도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설계와 사고한계상
태(Accidental limit state)설계 관점에서 선박외판 구조물의 파단 
예측 시 반드시 선상가열로 인한 강재의 파단 특성이 고려된 파
단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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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reliability analysis of stiffened panel systems, which are composed of beam and plate 

elements, and subjected to combined loads. Not only component resistance and loading, but also plate thickness and 

cross-section of beam are considered as stochastic variables. Therefore, special safety margin equations of beams and 

plates are referred, as well as sensitivity analysis of safety margin equations are carried out. Combining method of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 (SFEM) and advanced first order second moment reliability method (AFOSM) is 

adapted to calculate the safety index of each component. The component corresponding to the minimum safety index is 

assumed fail first, and after each componential failure, the stiffness is locally modified and the residual strength of 

failed components is accounted for by applying the fictitious load (or equivalent nodal forces) on the structure. The 

probabilistically dominant failure modes are selected to applying the so-called branch-and-bound method, besides, 

probabilistic network evaluation technique (PNET) method is employed to achieve the failure probability of structural 

system. Finally, the proposed reliability analysis process is applied to a spatial rectangular box-girder to illustr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ent reliability analysis method for stiffened panel system. 

 
 

Keywords: Structural reliability analysis, Stiffened panel system, SFEM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 Reduced 
stiffness, Fictitious load, PNET (probabilistic network evaluation technique) 
 

1. INTRODUCTION 

The performance of a structure depends on the 

actions, the strength of the material being used. 

However, fluctuations of the loads, changeability of the 

material properties, and the mathematical models are 

associated with some uncertainty. Due to many sources 

of uncertainty, inherent in structural design, there is the 

risk of unacceptable performance for structures, known 

as the failure of the structure. So far, most attention has 

been paid to component reliability analysis that deals 

with a failure event described by a single limit state 

function in the space of random variables. Whereas, it is 

widely accepted that reliability analysis of a structural 

system is very important in the complex structure such 

as bridge, marine structure, spacecraft and so on, 

because of their high degree of indeterminacy.  

The stiffened panels are used extensively for 

marine structure, so it is unquestioned that reliability 

analysis of stiffened panel system is very signature. On 

the other side, even many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reliability analysis of frame structures, as reviewed 

by Ditlevsen (1986), there are many structures which 

are difficult to idealize by a framework model. As a 

consequen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reliability 

analysis of stiffened panel structural system. 

2.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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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ite element method has become the 

dominant analysis tool in engineering since over the last 

few decades. All the parameters in the standard FEM 

assumed constant values. In the viewpoint of 

discovering the appropriate method to solve stochastic 

systems, engineers tried to expand the standard FEM 

into SFEM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 (Grigoriu 

(2000), Rachwitz (2001) and Sakamoto (1999)), 

basically by substituting some of the parameters in the 

FEM by random variables. As extension of the classical 

deterministic approach for the solution of stochastic 

problem, SFEM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especially in the last two decades, due to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available computational 

power, such as Elishakoff (2003) and Sudret (2000). 

Also, SFEM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in a wide 

variety of problems (e.g. solid, structural and fluid 

mechanics, acoustics and heat transfer). 

SFEM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kinds: Taylor 

expanded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 (TSFEM), 

Perturbation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 (PSFEM) 

and Neumann expanded Monte-Carlo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 (NSFEM). If only first-order is 

considered in both TSFEM and PSFEM, the partial 

derivative of displacement with respect to design points 

is expressed as following, 

         (1) 

Where,  

 － displacement vector 

 － loading vector 

 － stiffness matrix 

3. RELIABILITY ANALYSIS OF STRUCTURAL 
SYSTEM 

For many redundant ductile and semi-brittle systems 
ultimate structural collapse occurs only after several 
components simultaneously reach their maximum 

capacity. To derive the safety margin, there are two 
classical methods of failure path approaches: 
Incremental Load Method and Element Replacement 
Method. Both method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only structural resistance and loading are randomness, 
thus the relevant coefficients can be obtained through 
finite element process. However, the more common case 
is not only structural resistance and loading, but also 
structural dimension such as thickness of plate and 
cross-section area of stiffeners are uncertainties. In this 
case, the method proposed in the following is feasible.  

3.1 Safety margin equations 

For a beam element, number the left section is noted 
, and right section is . When the  section is failed by 

bending moment with respect to z axis, based on linear 
approximation rule, the safety margin equation is, 

Z √32  

√    (2) 

Where, 

 － yielding stress 

 － cross-section area of component q 

,  － shear area of component q along direction 

of y axis and z axis respectively. 

－ plastic torsion modulus of component q about 

the x axis 

,  － plastic modulus of component q about M  and M  

 － axial force of i section of beam 

 － shear force of i section of beam in the y 

direction 

 － shear force of i section of beam in the z 

direction 

 － torsion of i section of beam about x axis 



 

 
 

 － bending moment of i section of beam about y 

axis 

 － bending moment of i section of beam about z 

axis 

 － sign function, when 0, it is unit, else, 

it is minus unit. 
For the failure occurs in the -section of beam, the 

safety margin equation form is same as last equation, 
just substitute i subscript with j. 

According to the stiffness expression of spatial beam 
element, the nodal force can be obtained by, 

  (3) 

Where, 

 － polar moment of inertia of beam cross-section 

about x axis 

,  － inertia moment of beam cross-section about y 

axis and z axis, respectively 

 － elastic modulus 

G － shear modulus 

 － length of beam  

 ,  － axial displacement of i, j section along x 

direction 

,   －  displacement of i, j section along y 

direction  ,   －  displacement of i, j section along z 

direction 

 ,  － angular displacement of i, j section about x 

axis  ,  － angular displacement of i, j section about y 

axis 

 ,  － angular displacement of i, j section about z 

axis 
It is obviously that the safety margin equation of 

beam is a function with respect to displacement of beam 

and beam properties, in addition, all properties have 

relation with cross-section area, then the following 

dimensionless parameters were defined for 

simplification, 

              (4) 

The safety margin equation of two sections of 

beam about Y axis can be obtained similarly. 

All the displacements shown in above equations 

are under local coordinate system, and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displacements under global 

coordinate system by transfer matrix. 



 

 
 

               (5) 

where,  is the transfer matrix, 

Finally, the safety margin equation can be obtained 

by integrating Eqs. (2), (3), (4) and (5). 

The safety margin equation for plate element can 

be expressed as, 

             (6) 

 can be obtained by, 

3    (7) 

Where,  

             
            
       

   

(8) 

The displacement also need be transformed form 
local coordinate to global coordinate. Finally, the safety 
margin equation can be obtained by integrating Eqs. (6), 
(7), (8) and (5). 

3.2 Sensitivity analysis of safety margin equations 

To calculate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wo different modes and calculate the safety index of 

each component, sensitivity analysis of safety margin 

equations is obligatory. 

Express the safety margin equations of beam 

elements and plate element discussed above with 

general format, ,  1,2,        (9) 

The safety margin equations depends on both  

and , moreover, the displacement vector  also 

depends on the design variables , so the safety margin 

equation is an implicit function of design variables . 

The SFEM is feasible for this kind problem. 

Calculate the partial derivative of safety margin 

equation with respect to random variables,  ∑ ·      (10) 

 should be computed by SFEM, i.e., 

        (11) 

 With the partial derivative of safety margin 

equations with respect to design variables, Advanced 

First-Order Second Moment (AFOSM) method can be 

used to calculate the safety index of component. 

3.3 Reduced stiffness matrix and fictitious load 

After each componential failure, the stiffness is 

locally modified and the residual strength of failed 

components is accounted for by applying the fictitious 

load (or equivalent nodal forces) on the structure. An 

(2007) derivate the expressions of reduced stiffness 

matrix and fictitious load of beam and plate. 

When failure occurs in i-section of beam: 

The reduced stiffness matrix in global coordinate is 

   （12） 

Where,  

, √32 , √32 ,, , , 0,0,0,0,0,0  

The fictitious load in global coordinate is, 

         （13） 

Where,  is resistance in i-section of beam. 

When failure occurs in j-section of beam: 

The reduced stiffness matrix in global coordinate is 

     （14） 



 

 
 

Where,  

0,0,0,0,0,0, , √32 ,√32 , , ,  

 
The fictitious load in global coordinate is,  

          （15） 

Where,  is resistance in j-section of beam. 

When failure occurs in both i-section and j-section of 
beam: 

The reduced stiffness matrix in global coordinate is 

   （16） 

Where,  

 

 

The fictitious load in global coordinate is, 

       （17） 

When failure occurs on the plate: 

If some plates fail, the reduced stiffness matrix of 

those failure components turns to zero and fictitious 

load in the global coordinate is, 

      （18） 

3.4 System Reliability  
Regarding to the structure composed by 

elastic-plastic materials, forming the dominant failure 

modes actually is also searching the set and order about 

the components of every failure mode, i.e. the failure 

path of every failure mode. There are too many failure 

paths in a highly redundant structure to generate all of 

them, which necessitates a procedure for selecting only 

the probabilistically significant failure paths. Efficient 

methods using a branch-and-bound technique have been 

proposed and this paper adopts this technique. 

In such cases of structural components’ behavior 

are elastic-plastic, the probability of failure of the 

structural system is estimated by modeling the different 

dominant failure modes of structural system as a series 

system. Since it is correlative between different failure 

modes, the joint failure probabilities of failure modes 

should be considered to calculate the failure probability 

of structural system, second and third order joint failure 

probabilities are especially important. Feng (1989) and 

Song (1992) derived on expression of them in detail. In 

this paper, the following equation was used to calculat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and  

failure modes, 

,
             (19) 

If the joint failure probabilities of failure modes are 

known, Ditlevsen bound (Ditlevsen,1979) or  more 

narrow bound presented by Salahaddin (1990) can be 

used to estimate the wide region of failure probability of 

structural system. Whether Ditlevsen bound or 

Salahaddin’s narrow bound, both of them are about 

failure interval. In this study, Probabilistic Network 

Evaluation Technique (PNET) (Ang, 1984) is employed. 

Assume that it is independence of each failure mode 

group, and then the approximate expression of failure 

probability of structural system is, 1 ∏ 1           (20) 

Where,  is failure probability of each failure 

mode group. 

4. SIMULATION EXAMPLE 

A rectangular box-girder structure is shown as 

Fig.1and the loading distribute as Fig.2. Mean value of 

every load is in Tab.1. COV of loading is assumed as 



 

 
 

0.3. The model is composed by 20 plate elements and 

16 beam elements. The plate thickness is divided into 3 

types as well as beam cross-section area is categorized 

into 2 types. Mean values of plate thickness and beam 

cross-section parameters is summarized in Tab.2, COV 

of both plate thickness and beam cross-section area are 

0.01. The mean value of yielding stress is440MPa, its 

COV is 0.05. All of stochastic variables are assumed 

being normal distributed and independent. The elasticity 

modulus E, shear modulus G, Poisson’s ratio ν and 

length of beams are constants. E 210 GPa G 81 GPa, ν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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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tangular box-gird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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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loading distribution 

 

 

Tab.1 Mean value of loads 

Item Mean value 
 kN/m  475.38 kN/m  479.57 
 kN/m  666.12 
 kN/m  561.18 
 kN/m  851.08 
 kN/m  969.75 
 kN/m  1004.4 
 kN/m  946.28 kN  4760 

M kN · m  485.872 

 

Tab.2 Mean values of beam cross-section area and plate 

thickness 

Beam Plate 

Item B1 B2 Item P1 P2 P3 

 10 32.8 46.4 

 10 13.5 12.56 16.0

 10 16.4 23.2 

 10 16.4 23.2 

 10 171.2 43.67

 10 85.62 171.3

 10 85.62 171.3

 10 70.65 118.9

 10 163.0 274.3

 10 163.0 274.3

 

 According to Eqs. (2) to (8), the safety margin 

equations of beam and plate were built, respectively.  

Eq.s (12) to (18) was adopted to calculate the reduced 

stiffness matrix and fictitious load if some components 



 

 
 

failed. As illustrated from Eqs. (9) to (11), the partial 

derivative of safety margin equations for beams and 

plates with respect to beam cross-section area, plate 

thickness and loading can be achieved. AFOSM was 

employed to obtain the safety index of every component. 

Probabilistically dominant failure modes are selected to 

applying the so-called branch-and bound method. The 

related equations were used to comput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ifferent dominant failure modes. 

Finally, PNET method was applied to calculate the 

safety index of the structural system.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of structural system, what can be obtained is 

that the safety index of the structural system is about 

4.42, the responding failure probability is1.745 10 . 

5. CONCULSION 

Many studies on system reliability have been 

conducted using framework models. Additionally, most 

studies only suppose component resistance and loading 

are indeterminate. However, there are many structures 

which are difficult to idealize by a framework mode as 

well as it is more reasonable to consider the plate 

thickness and cross-section area of beam as randomness. 

This paper presents a procedure for reliability analysis 

of structure systems. The reliability assessment of a 

rectangular box-girder is executed by the presented 

method. The safety index of this structural system is 

about 4.42 and corresponding failure probability 

is1.745 10 . Though the example, the application of 

proposed method for reliability assessment of stiffened 

panel is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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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rmation Analysis of SUS corrugation panel 
using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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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rrugated SUS 304L sheets are used as a primary barrier for the insulation of membrane type liquefied natural gas (LNG) 
carrier cargo containment systems. SUS 304L is a transformation-induced-plasticity (TRIP) steel that exhibits complex 
material behavior, because it undergoes phase transformation during plastic deformation. In this study, viscoplastic-damage 
model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 is proposed in order to describe the material behavior numerically. The proposed
viscoplastic-damage model is implemented into developed ABAQUS user-defined subroutine UMAT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model. In order to verity the feasibility of the model, the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uniaxial
tensile test results for corrugation panel. 

 
Keywords: Corrugation panel, ABAQUS user-defined subroutine, Continuum damage mechanics, Austenitic stainless steel, Cryogenic 
temperatures  
 

1. 서 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austenitic stainless steel)은 

저온환경에서 발현되는 우수한 기계적 성질로 인해 조선, 
자동차, 건설산업에 있어서 널리 채택되는 대표적 저온용 
재료이다. 조선산업에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LNG밸브, LNG파이프는 주로 SUS 304, 304L, 
316L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LNG를 운반하기 위해 건조되는 LNG선 중 
MARK-III타입의 경우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다양한 층으로 구성된 방열시스템이 이용되며 
방열시스템의 표면은 주름이 있는 스테인리스강판이 
사용된다. 이들 주름부는 LNG를 선적/하역함에 있어서 
극저온 및 상온 범위의 온도환경에 쉽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되며 프레스가공으로 인해 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테인리스강판의 변형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SUS 304L 스테인리스강의 구성-손상모델을 
탑재한 ABAQUS 사용자지정 재료 서브루틴(user-defined 
material subroutine, UMAT)을 개발하였으며 재료단위에서 

수행한 수치해석 결과를 재료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검증된 재료 서브루틴을 실제 
코러게이젼의 모델에 적용하여 인장거동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일축인장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Fig. 1 The GTT MARK-III type LNGC insulation system 

(Kim,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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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소성 손상모델 
 

2.1 점소성 모델 
 

일반적으로 변형률속도는 탄성영역과 소성영역으로 분리 
가능하며 변형률분리식은 다음과 같다(Bodner, 2002). 

 
e p

ij ij ijε = ε + ε& & &   (1) 
 
여기서, e

ijε& 는 탄성 변형률속도, p
ijε& 는 비탄성 변형률 

속도이다. 탄성 변형률속도는 일반화된 Hooke 법칙에 의해 
시간미분 항으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e
ij ijkl klDσ = ε&&   (2) 
ijkl ik jl il jk ij kl

1D 2G ( )
2 1 2

ν⎡ ⎤= δ δ +δ δ + δ δ⎢ ⎥− ν⎣ ⎦
 (3) 

 
여기서, G 는 전단 탄성계수, ijδ 는 Kronecker delta 
함수이다. 소성변형률은 Prandtl-Reuss의 유동 법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다. 
 

p p
ij ij ije sε = =λ& &   (4) 

 
여기서λ 는 소성승수(plastic multiplier)이며 ijs 는 편차응력 
텐서를 나타낸다. 식 (4)를 제곱하면 다음과 같다.  
 

p 2
2 2D J=λ , 

1/ 2p
2

2

D
J

⎛ ⎞
λ=⎜ ⎟

⎝ ⎠
  (5) 

n2
p 2
2 0 2

eff

ZD D exp
⎧ ⎫⎛ ⎞⎪ ⎪= −⎨ ⎬⎜ ⎟σ⎝ ⎠⎪ ⎪⎩ ⎭

  (6) 

 
여기서, p p p

2 ij ijD (1/ 2)e e= & & 이고 2 ij ijJ (1/ 2)s s= 이며 각각 편차 
소성변형률의 2 차 불변량, 편차응력의 2 차 불변량이다. 식 
(6)에서 0D 와 n 은 재료정수이고, 각각 최대 변형률속도를 
제한하는 변수 및 변형률 속도 민감도를 조정하는 변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D 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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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
ijp

ij 0
eff eff

3 s1 ZD exp
2

⎧ ⎫⎛ ⎞⎪ ⎪ε = −⎨ ⎬⎜ ⎟σ σ⎝ ⎠⎪ ⎪⎩ ⎭
&  (7) 

1 0 1 pZ Z (Z Z )exp(mW )= − −  (8) 
p

P p ij ijW dW d= = σ ε∫ ∫   (9) 
 
여기서, 열회복을 무시할 수 있다면 변수 Z 는 식(8)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0Z 와 1Z 는 각각 항복응력, 포화응력을 
의미하는 재료정수로 온도 및 변형률속도에 의존한다. 또한  

pW 는 축적 소성일을 의미하며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2.3 손상모델 
 

Bodner-Chan 은 등방손상 발전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2n
ijp

ij 0
eff eff

3s1 Z(1 )D exp
2

⎡ ⎤⎛ ⎞−ω⎢ ⎥ε = − ⎜ ⎟σ σ⎢ ⎥⎝ ⎠⎣ ⎦
&  (10) 

 
여기서 ω는 재료 내부의 강성 저하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Bonder-Chan 의 손상모델이 점소성모델과 
연계하여 재료의 연화현상을 효과적으로 모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료의 손상변수인 ω ( 0 1< ω <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Hayhurst & Leckie, 1977). 
 

(b 1)/ b

ZH
b 1ln QC
H

+⎡ ⎤⎛ ⎞ω= ω⎢ ⎥⎜ ⎟ω⎝ ⎠⎢ ⎥⎣ ⎦
&&  (11) 

Z

max eff 1Q A B CI+ +⎡ ⎤= σ + σ +⎣ ⎦
&   (12) 

 
3. 유한요소정식화 및 ABAQUS UMAT 

적용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점소성-손상모델에 대한 
비선형거동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ABAQUS 
사용자지정 재료 서브루틴인 UMAT에 적용하였다. UMAT은 
ABAQUS 내부에 충분한 재료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활용도가 높으며 본 연구에서는 저온영역에서 발생되는 
스테인리스강의 비선형거동을 표현하기 위해 제안 
점소성-손상모델을 ABAQUS platform에 탑재하였다. 

이에 앞서, 점소성-손상모델의 ABAQUS UMAT 적용을 
위한 유한요소정식화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변형률 증분과 
시도응력 (trial stress)은 다음과 같다(Lee et al., 2012).  



n 1 n
ij ij ij

+∆ε =ε −ε   (13) 
n 1(trial) n
ij ij ijkl klD+σ =σ + ∆ε   (14) 

 
응력은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n 1 n(trial) n 1
ij ij ijkl klD S+ +σ =σ −∆λ   (15) 

 
∆λ 는 t∆λ=λ∆ 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n2 2 2
0

2 2

D Z (1 )t exp
J 3J

⎡ ⎤⎛ ⎞−ω⎢ ⎥∆λ=∆ −⎜ ⎟
⎢ ⎥⎝ ⎠⎣ ⎦

 (16) 

 
또한, 각 증분마다 갱신되어야 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1 1 kl klZ m (Z Z )S S∆ = −   (17) 

n 1 nZ Z Z+ = +∆   (18) 
(b 1)/b

n 1 n n 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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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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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자코비안 행렬은 다음 식을 통해 구해진다. 
 

ij a a a
ijkl ijmn mn op opkl

kl

1D D S D
∂∆σ

= − Ψ
∂∆ε Ω

 (20) 
 
자코비안 행렬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수치계산의 안정성 확보 및 빠른 계산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TS법을 사용하였다(Andersson, 2002). 
 

 
Fig. 2 Comparison of stress-strain relationships between 
numerical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of SUS 304L 

4. 수치해석 결과 
 

4.1 재료모델의 검증 
제안 구성-손상모델의 유한요소정식화 과정을 거쳐 

개발된 UMAT에 본 저자가 개발한 재료정수결정기법을 
이용하여 극저온 환경(110K)에 대한 SUS304L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재료인장시험 결과와 비교를 수행한 
그래프를 Fig. 2에 보인다.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경화거동이 잘 모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코러게이젼의 변형해석 

 
코러게이젼 구조의 변형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증된 재료 모델을 활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해 보았다. 향후 수행 될 실험적 
구조검증을 위해 Lab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편의 
크기를 결정하였으며 일축인장하중에 따른 코러게이젼 
주름부의 변형거동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3에 해석에 이용된 코러게이젼 FE모델의 치수, 경계조건을 
보인다. 

해석결과 인장하중을 가하는 주름부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해석결과로 인한 변형형상 및 
force-displacement그래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성-손상모델과 재료서브루틴 
알고리듬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LNG선 1차 방벽인 코러게이젼의 변형거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구조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설계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FE model and its boundary conditions of corrugation 
panel 



(a) 
 

 (b) 

 (b) 
Fig. 4 FE analysis results (a) Force-displacement curve (b) 

Deformation behavior of corrugation panel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SUS 304L의 소성영역에 대한 거동을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점소성 구성-손상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ABAQUS UMAT에 탑재하여 재료의 거동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였다. 재료 수치해석 결과는 SUS 304L의 
일축인장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된 재료모델을 탑재한 재료 서브루틴을 
활용하여 LNG선의 1차 방벽으로 이용되는 코러게이젼의 
해석을 수행하여 변형거동을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코러게이젼의 극저온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UMAT을 탑재한 해석결과와 비교를 통한 
구조적용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Fig. 5 Tensile test under cryogenic environment of corrugation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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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andwich Plate System(이하 SPS라 칭함)은 두 개의 면재 사이에 연속된 Elastomer Core가 접착된 형태로써 기존
보강판 구조를 보완 또는 대체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복합 구조의 한 형태이다. 강도 확보, 제작의 편의성 및
중량절감등 다양한 장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개발 되어 토목, 건축, 조선 분야에 걸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주로 수리선에 다년간 적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SPS 소재의 장점을 살려 신조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양 특수선 및 컨테이너선에 적용된 사례가 있고 신조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선박 구조용 SPS는 면재인 두개의 철판 사이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Elastomer Core를 가지고 있어 충격 흡수 성능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광석과 같은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의 경우 화물의 선적 시 화물창내 화물의 낙하 및 Grab의 충격에 노출되어있어 SPS의 적용에 적합한 선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mmon Structure Rule(CSR)을 기반으로 하는 Kamsarmax급 Bulk Carrier의 Inner Bottom 및 Side Frame 
구조에 SPS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Sandwich Plate System(SPS), Kamsarmax(캄사르막스), Common Structure Rule(CSR, 구조공통규칙)   
 

1. 서 론 
 
최근 재료과학의 발달로 복합재료의 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구조강도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장점을 동시에 
활용 할 수 있는 SPS와 같은 복합재료의 사용이 신조선 
분야에도 요구 되고 있다. 실제로 SPS는 수리선 분야에 
다년간 적용되어 왔으나 그 장점을 활용한 신조선 부분에 
대한 개발이나 적용에 있어 그 적용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래에 해양특수선 및 컨테이너선의 
해치커버에 시제품의 성격으로 일부 적용된 사례가 있지만 
선박의 종강도 부재와 같은 주요구조에 적용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해운업계는 변화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 고효율 

선박을 만드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들은 그 
일환으로 SPS 적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SPS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선박의 주요 구조에 
적용해 봄으로써 SPS 구조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실선 
적용에 응용 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데이터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벌크선 화물창 구조는, 화물의 선적시 화물창내 화물의 
낙하 및 Grab의 충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석탄을 싣는 
경우 Side Frame 사이에 석탄이 점착되어 그것을 
제거하는데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충격흡수 능력이 우수한 SPS를 적용하여 내저판(Inner 
Bottom)의 손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SPS의 장점을 활용하여 선측늑골(Side Frame) 간격을 
1.5배 늘림으로써 석탄이 점착되는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착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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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SR을 기반으로 하는 Kamsarmax급 Bulk 
Carrier의 Inner Bottom 및 Side Shell 구조에 SPS를 적용한 
설계와 그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CSR에 따라 Prescriptive Rule Scantling, 

3D-Hold Analysis(Yielding), 좌굴강도(Buckling 
Assessment) 및 피로강도평가(Fatigue Assessment)를 
시행하여 SPS 적용시 구조의 안정성과 향후 실선적용을 
위해 구조개선에 대해 고찰을 하였다. 
 
2.1 종강도 부재의 치수결정 
기본적으로 SPS구조의 적용대상 선종인 캄사르막스급 

벌크선은 실제 건조경험이 있는 선종으로써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다만 SPS의 적용에 따른 영향을 보고자 
KR-Holda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 계산을 수행하였고 
SPS가 적용된 Inner Bottom 및 Side Frame 치수는 CSR 및 
SPS Provisional Rule에 의해 계산되었다. 
 SPS의 국부강도(Local Scantling)는 기존 Steel Plate가 
가지는 단면계수(Section Modulus)이상 가지도록 계산 
하였으며, PATRAN/NASTRAN의 2D-Solid Model을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으로 검증하였다. 
선체거더 강도계산에 있어서 SPS가 기여하는 부분은 Fig. 
2-1과 같이 강성이 낮은 중앙의 심재를 제외한 Steel 
Plate로 이루어진 상하부 표면재의 합으로 계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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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hickness of converted plate in hull girder strength 
 
SPS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Side Frame 및 Inner Bottom 하부 
보강재의 치수는 Fig. 2-2와 같이 용접방법에 따라 다르게 
고려되었다. 
 

 

 Fig. 2-2 Applied dimensions for side frame(left) and inner 
bottom stiffener(right) 

 
2.2 3D- HOLD FE ANALYSIS 
 본 선박은 일반적으로 7개의 Cargo Hold를 갖추고 있고, 

선수미 Hold를 제외한 나머지 Hold는 중앙부의 선형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 No.4 Ballast Hold를 포함한 
No.3, 5 Ore Hold에 대해 구조해석을 실행하였다.  

구조 모델 및 강도 계산은 IACS CSR for Bulk Carrier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MSC/PATRAN(2007, R2)/Sea- 
Trust Holdan을 이용하였다. Fig. 2-3은 유한요소 구조해석 
모델과 범위를 보여준다. 

 
Fig. 2-3 Overall view of cargo hold FE-model 

 
SPS의 모델은 등방성의 심재에 2장의 면재가 적층된 

형태의 복합 물성치를 적용한 Shell 요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SPS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앙의 심재 

양면에 면재가 접착된 3개의 Layer로 구성된 적층구조 
이지만 각 Layer 표면의 응력값을 읽기 위하여 심재 및 
면재의 표면에 각각 0.1mm의 Skin Element Layer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Fig. 2-4 및 Table. 2-1은 9개의 Layer로 
구성된 SPS의 단면과 심재의 물성치를 보여준다. 
 

 
Fig. 2-4 Composite material property of SPS 

 
Table 2-1 Elastomer properties for SPS 

Material E
(Mpa)

Density
(kg/m3)

ν

Polyurethane 750 1150 0.36  
E: The modulus of elasticity 



ν: Poisson’s ratio  
 
SPS Provisional Rule에 따라 면재와 심재 사이 표면의 응력, 

즉 Layer3~4, Layer6~7의 응력은 심재와 면재의 접착응력 
평가(Bonding Stress Assessment)에 사용되어 진다. 
구조해석으로 얻어진 이 응력들은 매우 작은 값들로써 Rule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다음은 SPS Provisional Rule(Lloyd 
register)의 Bond Strength 평가에 사용된 식이다. 
 

                               (1) 
 

  SPS에 하중이 주어졌을 때 심재와 면재 사이의 
표면에 대한 Normal Stress 및 Shear Stress . 

  Table 2-2 와 Table 2-3에 표시된 다양한 
온도와 면재의 표면처리에 대한 
수정계수(Modification Factor).  

Table 2-2 Modification factor for temperature, øt 

-40 -20 0 20 40 60 80 100

1.31 1.28 1.21 1.00 0.71 0.48 0.33 0.19

Temperature, °C

 
 
Table 2-3 Modification factor for surface preparation, øs 

Mechanical
Grinding Grit Blast Shot Blast Primer

1.15 1.00 0.70 0.40

Surface Preparation

 
 
SPS 구조를 포함한 선체 중앙부 화물창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구조 안정성이 
만족되도록 하였으며, SPS를 포함한 각 구조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1) SPS Inner Bottom은 기존의 Steel Inner Bottom 대비 

응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으며, SPS적용으로 인해 
주변 구조에 미치는 뚜렷한 영향은 없었다. 

(2) SPS 선체외판을 적용한 Wide Side Frame은 기존 
Steel Structure에 비해 응력과 변위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는 SPS 선체외판을 적용한 Side Frame의 
간격이 1.5배 증가하였고, 그 갯수가 작아졌기 
때문이다. SPS 선체외판의 응력분포는 기존 구조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3) SPS 구조 및 SPS와 연결된 주변구조 이외의 모든 
구조는 SPS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 

 
2.3 좌굴강도 평가 

 CSR에서는 Prescriptive Buckling과 유한요소해석에 
있어서 변위에 기초한 Buckling(변위법) 2가지 Buckling 
Requirement를 만족해야 한다. SPS 구조의 특성상 
CSR에서 규정하는 변위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SPS 패널의 좌굴응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절차와 
평가식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좌굴강도 
평가를 위한 좌굴하중 방정식의 도출과정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Fig. 2-5 Considering Bending and Shear Deformation of 

SPS 
 
심재의 탄성계수는 면재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상하부 

면재의 면내 평면응력(In Plane Stress)에 기인한 SPS의 
변형에서 전단변형(Shear Deformation)이 고려되어야 한다.  
SPS Beam의 변형에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3) 

                                  (4) 
여기서 
ρ = 탄성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곡률반경(1/ρ은 곡률) 

M = 곡률반경이 ρ인 점에서의 내부 모멘트 

E = 재료의 탄성계수 

I = 중립축에 대하여 계산된 보의 관성모멘트 

D(EI) = 굽힘강성(flexural rigidity) 
 



                   
(5) 
여기서 
γ = 전단 변형률 
 = 전단력(V/A) 

G = 전단 탄성계수 
k = 전단계수(shear factor) 
S = 전단강성(shear stiffness) 
 

,               (6) 

,                     (7) 

                                 
(8) 
 

                                    (9) 

                 
(10) 
 
Steel의 변형에서 전단에 의한 변형보다 굽힘에 의한 

변형이 훨씬 크기 때문에 Pcr_steel 과 Pcr_SPS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1) 

                                (12) 

,      (13) 

          (14) 
 
Steel에 있어서 보(beam)와 유사하게 판(steel plate)의 

좌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16) 

                         (17) 

                             (18) 

 

                  
(19) 
여기서 
a, b = plate의 길이(a)와 폭(b) 
k = 좌굴계수(buckling coefficient) 
m = 좌굴반파수(buckling half wave number) 
 
따라서 SPS 패널의 좌굴하중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 

,          
(21) 

 
(22) 

            
(23) 
여기서 
L = SPS 패널의 폭 
t1, t2 = 면재의 두께 
tc = 심재의 두께 
K = SPS 패널의 좌굴계수(modified buckling factor) 
 
식 (23)과 같이 SPS패널의 종횡비에 따른 좌굴계수(K)가 

작을수록 작은 좌굴하중을 얻을 수가 있다. Fig. 2-6은 
SPS패널의 종횡비에 따른 좌굴계수(K)를 나타내었다. 
  



 
Fig. 2-6 Buckling factor K according to the aspect ratio 

 
위에서 새롭게 도출된 좌굴계수와 좌굴응력 방정식을 

바탕으로 Lloyd’s Register의 buckling requirements 
(Regulations for the Classification of Naval Ships, 2011) 
공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하중에 대해서 Inner Bottom 
및 Side Shell에서 SPS 패널의 좌굴강도를 검토하였다.  
(1) Uni-axial compressive loads 
(2) Shear loads 
(3) Bi-axial compressive loads 
(4) Uni-axial compressive loads plus shear load 
(5) Bi-axial compressive loads plus shear loads 
 
그 결과 SPS 패널의 좌굴강도 성능은 초기에 예상했었던 

바와 같이 CSR에서 규정하는 벌크선의 Load case에 대해서 
충분히 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4 피로강도 평가 

SPS가 적용된 벌크선 구조의 피로성능 검증을 위하여 
피로강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Steel 구조와 SPS 
구조의 용접 연결부에 중점을 두고 피로수명을 평가하였고, 
SPS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CSR에서 규정하는 
피로강도 평가 절차를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SPS 용접 연결부에 중점을 두었고 선급과 
협의 하에 피로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부분에 
한정하여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1) Side frame lower bracket and hopper plate joint 
(2) SPS side shell and hopper plate joint 
(3) Transverse bulkhead plate to SPS side shell 
(4) Transverse bulkhead lower stool and SPS inner 

bottom plate joint 
(5) SPS inner bottom plate and hopper plate joint 
 

 SPS 패널과 Steel Structure의 용접 연결부의 특이한 
형상은 피로해석을 위한 피로모델에 2D Shell 요소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3D Solid 요소를 이용하여 
SPS 용접 연결부에 대하여 부분 상세 모델링을 하였다. Fig. 
2-7은 SPS 용접  연결부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Fig. 2-7 Lower stool and SPS inner bottom plate joint 

 
피로강도 검토를 위한 3D-Hold 해석의 결과로부터, 부분 

상세모델에 그 Boundary에 해당하는 Displacement와 
Pressure를 넣어줌으로써 피로해석을 위한 각 하중상태에서 
SPS 용접 연결부의 응력범위를 구하였다. Fig. 2-8은 부분 
상세모델의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Pressure

Global 3-Hold Model

Boundary of Fine Mesh 
Area in Global Model

Sub-Solid Model

Boundary Displacement

 
Fig. 2-8 Boundary condition of sub-solid model in lower 

stool 
 

 SPS 용접 연결부의 피로강도 평가는 CSR에서 규정하는 
선형 누적손상 평가 절차를 따랐다. 기본적으로 CSR에서는 
등가핫스팟 응력범위(equivalent hot spot stress range)에 
피로노치계수를 곱하여 얻은 등가 노치응력범위에 기초하여 
피로강도를 평가한다. 하지만 CSR에서 제시하는 S-N 
선도를 Fig. 2-7과 같이 복잡한 형상의 SPS 용접 연결부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SPS 용접 연결부의 
다양한 형상을 부분 상세모델에 최대한 반영하였고 그에 
맞는 S-N선도를 각각 적용하여 피로강도 평가를 하였다.  



Fig.2-9는 “IIW Document IIW-1823-07 - 
Recommendations for Fatigue Design of Welded Joints and 
Components, June 2008”의 각 형상에 따른 S-N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2-9 S-N Curves for structural details 

 
SPS 용접 연결부의 다양한 형상에 맞는 S-N 선도를 각 

적재 상태에 대한 성분 피로손상 계산식에 반영하기 위해 
CSR에서 제시하는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4) 
여기서, 
K = S-N 선도 계수(10^m1) 
αj = 적재상태에 따른 계수 
NL = 선박설계수명에 대한 총 사이클 수 

                                          
(25) 
TL = 선박수명 25년에 해당하는 설계수명(초)으로서,  
     7.884 x 108으로 한다. 

                                           
(26) 

 = Type 2 incomplete gamma function 
  = Type 1 incomplete gamma function 

m1, m2 = S-N 선도의 기울기 
 
조합등가응력에 대하여 계산한 누적피로 손상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27) 
여기서, 
Dj = 각 적재상태에 대한 성분 피로손상 
 
 서두에서 언급한 (1)~(5)의 SPS 용접 연결부에 대해서 
피로해석을 수행하였고, 초기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연결부의 복잡한 형상으로 인하여 피로수명이 낮게 
계산되었다. Fig. 2-10은 피로수명이 가장 낮게 계산된 
Lower stool과 SPS inner bottom 연결부의 모델과, 
피로수명을 높이기 위한 용접 연결부의 수정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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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Modified SPS welding connection in inner bottom 
  
 Lower stool과 Inner bottom 연결부는 벌크선에서 
대표적으로 피로강도가 취약한 위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용접 연결부 중 가장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피로수명이 4.2년으로 매우 
짧게 나왔고, 피로수명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용접 연결부의 
위치 및 형상을 수정하였다. 그 외 연결부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로수명을 만족시켰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SPS 패널의 Buckling Check 

Procedure 및 SPS 용접 연결부의 Fatigue Analysis 
Procedure를 정립할 수 있었다. SPS 패널의 Buckling 
성능은 초기에 예상했었던 바와 같이 충분히 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또한 피로수명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SPS 
용접 연결부의 피로 성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하여 피로성능에 있어서 어떤 형상의 용접 연결부가 좋고 
나쁜지 파악함으로써 향 후 실선적용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향 후 실선 적용을 위해서는 중량증가 최소화를 위한 
구조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좌굴강도 및 피로강도 
평가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좌굴강도 검토 절차와 
같이 Rule based assessment를 할 수 있는 정식 선급 
Rule이 나와야 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Solid 
model을 이용한 피로강도 검토를 대체할 수 있는 단순한 
피로강도 평가 방법이 개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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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선 실험을 위한 신형식 예인전차의 현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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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dea of suspension for traction wheel of novel high speed towing 
carriage
Seong-Pil Koo1 ․ Hyochul Kim2 ․ Yeun-Jae Ham1,†
Dong-Hyun Systech Co., Ltd.1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2

Abstract
  In the conventional towing tank, the ordinary towing carriage has a speed barrier which caused not only by the limitation of the length 
of towing tank but also the limitation of acceleration. Therefor the length of the towing tank should be decided carefully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towing tank construction. Consequently the acceleration of the towing carriage should be taken less than 0.06g 
practically to avoid the slip of the wheel on rail.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of the high speed experiments on the development of special novel ship, the requirement of the high
speed towing carriage is continuously increased recently. When the minimum measuring time of the towing experiment is prescribed as 
five seconds, the carriage should be accelerated with higher than 0.12 g to get the speed of 18 m/sec even in the towing tank having 
a length of 400m in length approximately. 

This means that the requirement of acceleration is bigger than twice of the ordinary practices of carriage acceleration. In such a 
condition the exerted total power of motor could not converted to traction force for the acceleration of the carriage without slip. To over
come these difficulties a pair of horizontal traction wheels are reinforced to each of the ordinary vertical carrier wheel and appropriate 
suspension system has been devised for the towing tank of super high speed oper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design of novel suspension system adaptable for the high speed acceleration of towing carriage will play a 
important role as a reference for the remodeling of the towing tank for high speed experiment.
Keywords : High speed carriage(고속전차), Horizontal traction wheel(수평 구동차륜), Suspension system(차륜현가장치), High speed 
experiment(선형시험 고속화)

1. 서 론
이미 오래전에 Froude가 예인수조에서 모형선으로 

실험하여 실선의 저항추진 성능을 판단할 수 있음을 입
증한 이후 예인 수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저항추진성
능추정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관악캠퍼스에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예인수조를 준비
하며 길이가 110m이고 폭이 8m이고 깊이가 3.5m가 적
합하다고 추천하였다. 이후 국내외에서 새로이 건설된 
부산대학, Hiroshima 대학 그리고 Osaka 대학의 수조
가 모두 유사한 치수로 건설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반 상선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확인
하기 위한 상업용 수조로서는 흔히 200~250 m 급의 
수조가 보편적으로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고속선을 
시험하기 위한 수조들에서는 길이를 400 m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1) 더러는 1000 m 이상에 이르는 수조
를 사용하기도 한다. 

수조의 치수는 수조 건설부지의 규모나 건설비용 등
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근본적으
로는 실험하고자 하는 모형선을 가속시켜 원하는 실험
속도에 이르게 하고 실험속도로 정속주행 하는데 소요
되는 길이로부터 결정 된다. 즉 가속과 감속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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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와 모형에 작용하는 유체 동력학적인 성능을 측정
하는데 소요되는 길이를 합하여 얻어진다. 이때 약간의 
여유를 두어 수조의 길이를 정하며 상선을 대상으로 할 
때는 대체로 길이를 250~400 m 범위에서 정하고 있다. 
수조의 너비는 실험대상 모형선의 길이와 폭으로부터 
제한수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며 깊이는 제한수로의 
영향이외에 선박이 발생시키는 파도 또는 조파기에서 
발생하는 파도에 미치는 수심영향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선형시험수조의 길이가 확정된 상태에
서는 선박의 실험속도를 증가시키려면 가속도와 감속도
를 높여 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레일과 차륜사이의 
마찰력은 전차의 질량에 비례하고 전차를 가속시키는데
도 전차질량의 영향을 받으므로 가속도를 높이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평
구동차륜을 배치하고 이들을 고정시키는 현가장치를 소
개하고자 한다.

2. 예인전차의 가속 및 감속조건
2.1 예인전차의 고속시험 속도선도

길이가 400m인 선형시험수조에서 초고속선의 저항
시험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5초의 실험 계측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선형시험 수조에서 소파
기가 점유하는 약 10m 구간과 조파기 및 비상제동장치
가 사용하는 약 30m 구간을 제외하면 360m 의 구간이 
실제적으로 예인전차가 사용되는 구간이 된다. 이때의 
예인전차의 속도를 종축에 표기하고 횡축에 시간을 표
기하여 속도 선도를 나타내면 Fig.1과 같아진다.

소파기구간
가속구 정속구 감 속 구

조파기구간

Fig. 1 Velocity diagram in towing test

길이가 66m인 WIG선이 200kts의 속도로 운항하는 
경우를 2m 모형선으로 실험하기로 하였을 때 모형선의 
예인속도는 약18m/sec 정도이어야 함으로 정속구간으
로 약 90m가 필요하여 가속 구간과 감속구간의 길이로
는 각각 135m가 필요하게 된다. 즉 가속과 감속에 

1.2m/sec2의 가감속도를 낼 수 있어야만 실험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2.2 예인전차의 구동동력과 차륜의 견인력
예인전차를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은 전차의 질량과 

가속도로 표시되며 전차를 구동시키기 위하여서 차륜은 
구동력을 전차의 질량 과 중력가속도 그리고 마찰계수
에 의하여 Fig.2에 표기 된바와 같이 간단한 고전역학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Fig. 2 Force equilibrium in acceleration 

따라서 예인 전차를 가속시킬 수 있으려면 가속도는 
다음관계를 가져야 한다. 

≤ ×  (1)

그런데 는 상수 값이며 는 레일과 차륜사이의 마찰
계수로서 레일의 표면상태 즉 유분, 습분 또는 먼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차륜의 이동속도와 차륜에 작용
하는 압력에 따라서도 Table 1과 같이 달라진다.(2) 

dry rail and wheel(iron to iron)
 16.56 26.28 31.68
 0.209 0.206 0.171

dry rail and wheel(steel to steel)
 0.000 10.93 21.80
 0.242 0.088 0.072

Table 1 Friction between rail and wheel

예인 전차의 구동력은 강제 레일과 차륜사이의 마찰
로부터 얻어지며 Table 1로부터 예인 전차의 속도가 
17.7 m/sec 일 때는 마찰계수는 0.079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예인전차를 설계할 때는 약 25%의 손
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가감속도로 0.06를 사용하
는 것이 설계의 관례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모형선



의 크기가 제한을 받게 된다.(3) 
고속예인 실험 상태를 예시한 Fig. 1로부터 정하여진 

가감속 시간 내에 실험속도까지 가속과 감속이 이루어
지려면 가속도 또는 감속도는 0.012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1)식의 관계로부터 레일과 차륜사이의 미끄럼
마찰계수는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찰계수인 0.06
의 두 배에 해당하는 0.12보다 커야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1)식의 관계로부터 충분한 동력이 있다 하더라
도 수직차륜으로 예인 전차를 구동하는 통상적인 방법
으로는 미끄러짐 없이 전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3. 구동력 확보
3.1 전차 견인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길이가 제한된 선형시험수조에서 고속실험을 하기 위
하여서는 높은 가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모터의 
회전토크가 차륜에 전달되었을 때 미끄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다음의 4가지 방안을 적용할 수 있어야한
다.

레일과 평행하게 랙 기어를 부설하고 차륜과 별도로 
피니언 기어를 두어 구동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
으며 이 방법은 비용과 높은 설치 정도를 요구한다. 
전차와 수조 벽체를 이용하여 linear motor를 구축하
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
하여서는 수조 건설 단계로부터 계획되어야만 가능
하다. 
전차를 wire rope로 예인하고 구동부분을 육상에 설
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방법에서는 wire 
rope의 탄성변형으로 인한 전진속도의 변동성분이 
나타나는 결함을 피할 수 없다.(4)

레일과 차륜사이에 마찰력손실 없이 구동차륜을 증
가 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방법에서는 
전차에 수평방향 구동차륜 배치와 특수한 현가장치
를 요구한다.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방안 중에서 세 가지 방법은 예
인 수조건설계획단계로부터 고려하여야 함으로 네 번째 
방법으로 예인전차를 0.12  이상으로 가속시키는 문제
를 생각하자.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중력장에서 수직차륜으로 구
동하는 예인전차에서는 0.06이상의 가속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예인전차의 구동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평차륜을 설치하기로 한다. 수

평차륜과 레일사이에는 적정한 압력이 작용하도록 압력
조절장치를 설치하기로 한다. 

하나의 수직차륜에 대하여 두 개의 수평차륜을 배치
하여 수평차륜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도록하며 수직차
륜과 수평차륜은 기구적으로 연동되어 같은 차륜의 원
주 속도를 갖어야한다. 동시에 레일의 부설정도에 따라 
직진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거나 미
소한 평행도의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하며 수평차
륜의 변위가 허용되어야 한다.

3.2 수직차륜 구동방식과 수평차륜 구동방식
일반적으로 예인전차에서는 단순히 서보모터를 수직

차륜과 직결하여 구동한다. 대표적인 형태는 Fig. 3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모터와 차륜사이에 적정한 감속기를 
채택하기도 한다. 

Fig. 3 Ordinary vertical traction system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직 차륜만으로는 
필요한  견인력을 얻지 못할 때는 수평차륜을 도입하
며 하나의 모터로  Fig. 4와 같이 한 개의 수직차륜과 

Fig. 4 Single horizontal geared motor driven horizontal traction
wheel system 

두 개의 수평차륜을 구동하거나 Fig. 5와 같이 두 



개의 모터로 구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Fig. 5 Twin vertical geared motor driven horizontal traction
wheel system 

 

3.3 모터의 출력과 차륜의 직경
모형선의 중량을 포함한 예인전차의 설계목표 질량이 

15 ton인 예인전차를 가속시키는데 소요되는 동력을 구
하여 보자. 이때 차륜의 베어링 구름마찰계수를 0.01이
라 가정한다.

소요 가속력 = 전차 질량의 가속력 + 차륜의 마찰력 
= 15,000×1.2 + 15,000×9.8×0.01 = 19,470 N

한편으로 전차의 차륜직경이 정하여지면 실험속도에
서의 회전수가 결정된다. 동시에 가속력과 견인력이 같
아야하는 평형조건을 고려하면 전차 가속에 필요한 차
륜의 구동토크를 결정할 수 있다. 차륜의 직경이 정하여
지면 예인전차의 최고 속도를 얻기 위한 차륜의 회전수
가 정하여지고 차륜의 반경과 견인력으로부터 구동토크
를 얻을 수 있다. 즉 예인전차를 0.12로 가속할 때의 
전차의 구동차륜의 직경과 차륜의 회전수 그리고 구동
토크의 사이에는 다음 Table 2와 같은 관계가 있다.

diameter mm 1,000 1,100 1,130 1,200 1,300
revolution rpm 343.8 312.5 304.2 286.5 264.4
torque N-m 9,735 10,709 11,000 11,682 12,655

Table 2 Relation between wheel diameter, rpm 
and required torque for acceleration 

위 표로부터 차륜의 직경을 1130mm으로 결정하면 
모터의 정격 회전수는 304.2 rpm이 되어야 함으로 1/5 
감속기가 필요해진다.

3.4 고속구동에 필요한 마찰계수
다른 한편으로 차륜이 전차를 견인하려면 차륜의 마

찰력과 차륜의 반경으로부터 견인토크를 구하면 다음관

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구동토크≦ 견인토크 × × ×
  (2)

따라서 예인전차를 견인할 수 있으려면 마찰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 ≧ 11,000/(15000 × 9.8 × 0.565) 
  = 0.132
그런데 얻어진 마찰계수 0.132는 차륜의 베어링 마찰

을 포함한 값으로서 일반적 사용범위 0.06보다 훨씬 큰 
값임으로 예인전차를 구동시키기 위하여서는 레일 과 
차륜사이에 추가의 마찰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3.5 구동차륜 현가장치의 기구적 특징
Fig. 4와 Fig. 5,에 보인 구동차륜 현가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구적 특징을 가진다.
모터의 동력은 베벨기어장치에 의하여 수직차륜과 

수평차륜에 배분 전달된다. 베벨기어장치의 감속비를 
조절함으로서 전진속도를 유지하며 수직차륜과 수평
차륜의 직경을 다르게 선정할 수 있다. 

수직차륜과 베벨기어장치 사이의 축이음은 스플라
인 커플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레일의 설치 정
도에 따라 직선에서 벗어난 구간이 있더라도 수평차륜
은 레일과 접촉을 유지 할 수 있다.   

베벨기어장치를 유압장치 또는 스프링 등으로 압착
하여 레일과 수평차륜사이의 압축력을 변동시킬 수 있
으며 필요에 따라 수평차륜에 전달되는 동력을 차단하
는 것도 가능하여야 한다. 

3.6 구동방식의 결정과 모터의 선정
Table 2의 결과로부터 예인 전차를 새로운 현가장치

로 구동하기로 하였다.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AC 서보 
모터 중에서 정격회전수가 1500 rpm이고 1/5 감속기가 
붙여진 모터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예인 전차
의 구동용 모터로 흔히 400 V 전원에서 사용하는 서보모
터를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예인전차의 구동용 수평차
륜과 레일 사이에 작용하는 압력을 수직차륜과 레일 사
이에 작용하는 압력과 동등 수준으로 조절하였다고 생
각한다. 

Table 2에서 표기한 것과 같이 예인전차전체를 구동
하는데 11000 N-m의 토크가 필요하므로 Fig. 4에 보인 
4벌의 3차륜 단일모터구동 현가방식을 채택하였을 때 



하나의 모터는 2750 N-m의 토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두 개의 모터로 구동하는 Fig. 5의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의 모터는 1375 N-m의 토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서보 모터(5)의 출력을 조사하
고 1/5 감속기를 사용할 때 전달효율을 80%라 가정하
면 Table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00 V –1/5 geared servo motor 30 kW×2 75kW
rated torque, N-m  764×2 1908

instantaneous peak torque, N-m 1912×2 4772
rated speed, rpm 1500(300) 1500(300)

maximum speed, rpm 2000(400) 2000(400)
rated power rate, kW/sec 626×2 1162

rated current, Amp 60×2 150
instantaneous max. current, Amp 170×2 450

weight, kg 110×2 225

Table.3 Rating and specification of motor

Fig. 6 Torque-speed characteristics of motor without 
reduction gear system 

감속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서보모터의 속도와 
토크사이의 특성을 살펴보면 Fig. 6과 같다. 1/5 감속기
를 사용할 때는 감속으로 인하여 토크는 500%로 증가
한다. 그러나 감속 효율을 80%로 가정하면 위의 도표에
서 얻어지는 토크 값의 400%를 전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인전차를 구동하는데 필
요한 구동토크는 11000 N-m 인데 대하여 4대의 75kW 
서보모터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격토크는 1908×4 
= 7632 N-m이고 순간최대 토크로는 4772×4 = 19088 
N-m가 된다. 그리고 8대의 30kW 서보모터를 사용하는 
구동할 때 얻을 수 있는 정격토크는 6096 N-m이고 허
용될 수 있는 순간최대 토크로는 1912×8=15296 N-m

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선정한 모터의 과부하 운전 특성은 

Fig. 7과 같은 속도와 토크사이의 특성을 가진다.

Fig. 7 Overload characteristics of motor 

따라서 Fig. 7에 따르면 전차를 4대의 75kW 서보모터
를 사용할 때는 정격출력의 144%의 과부하 운전이 되
므로 약 250초 정도의 과부하 운전을 단속적으로 수행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대의 
30kW 서보모터를 사용할 때는 180%의 과부하 운전이 
되므로 약 30초의 시간동안 과부하 운전이 허용된다. 
그런데 예인전차를 정지 상태로부터 최대속도 18 
m/sec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5초 정도 임
으로 두 가지 구동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모
터의 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현상까지를 고려하면 
30kW 서보모터를 사용할 때는 모터의 온도를 점검하여 
충분히 냉각시킨 후 운전하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
게 된다.

4. 구동차륜의 구성과 특성비교
4.1 구동차륜의 일반적 구성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예인전차용 구동차륜의 구성
은 Fig. 8과 같다, 이와 같은 차륜구성으로서는 예인전
차를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레
일과 차륜사이의 미끄러짐 현상으로 인하여 0.06 이상
으로 가속시킬 수 없다. 따라서 20초 정도의 가속시간에 
12m/sec까지 가속시킬 수 있을 뿐이고 6초간 실험 계측
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최대의 실험가능조건이 된다.



Fig.8 Ordinary arrangement of vertical traction wheel system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는 구동
모터의 동력을 베벨기어로 하나의 수직차륜과 두 개의 
수평차륜에 동력을 공급하는 차륜현가장치 4벌을 두어 
전차를 구동하는 Fig. 9에 표기한 바와 같은 방식이다.

Fig. 9  Arrangement of single horizontal geared motor driven 
horizontal traction wheel system 

질량이 15톤인 전차를 18m/sec까지 가속시키는 경
우에 대한 계산 예에서는 4대의 75kW 모터를 사용하면 
전차의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모터의 중량이 
레일의 중심선에 대한 모멘트를 형성함으로 전차의 구
조설계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 경우로서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는 두 개의 모
터의 동력을 베벨기어를 사용하여  한 개의 수직차륜과 
두 개의 수평차륜에 동력을 전달하는 차륜현가장치 4벌
을 두어 전차를 구동하는 Fig. 10와 같은 구동방식이 
있다.

Fig. 10 Arrangement of twin vertical geared motor driven horizontal
traction wheel system 

이 방식을 사용하면 앞에서 사용한 예의 전차를 
30kW 모터 8대로 구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식에
서는 레일의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적인 하중분포가 
얻어짐으로 예인전차의 구조설계에서 중량을 경감시
키는데 유리하다.

4.2 수평차륜의 치수와 차륜간격의 조절
예인전차를 구동하기 위한 차륜의 치수를 결정함

에 있어서는 동력원으로 감속기 붙이 서보모터를 사
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감속기를 사용하였을 때
는 저속 구동상태에서의 계측정도가 상대적으로 높
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감속으로 인한 동력 손실을 피
할 수 없다. 그리고 감속은 차륜의 직경을 키워줌으로 
운전이 원활하도록 하려면 차륜 현가장치의 보강이 
필요하게 된다. 

동력 전달용으로 사용되는 베벨기어를 감속기어로 
사용하는 한편 모터에 직접 결합된 감속기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는 모터 축에 
직교하는 방향으로는 감속하고 모터 축 방향으로는 
속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동력전달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력 전달 방식을 채택하면 수평차륜
의 원주방향 선속도와 수직차륜의 선속도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유지 되어야 함으로 수평방향 차륜의 
직경을 줄여줄 수 있다. 

수평차륜의 직경을 줄여주는 경우 차륜의 간격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수작차륜의 구동축으로 중공축을 
채택하고 내면을 스플라인 가공을 하여 축이음에 소
요되는 길이를 줄여 줄 수 있다. 따라서 베벨기어를 
채택하는 경우 감속비와 축 직경 비를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Fig. 11 Arrangement of twin vertical motor with bevel gear reducer
for wheel suspension system 

이 현가장치에서는 쌍을 이루며 수평하게 설치된 두 
개의 견인용 수평차륜이 유압 실린더에 의하여 레일의 
측면을 눌러주도록 되어 있다. 유압장치의 작용점 위치
와 힌지점의 위치를 선정하기에 따라서 작은 힘으로도 
필요로 하는 차륜과 레일사이의 압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수직차륜에 중력에 의하여 작용하는 압축력과 별
도로 수평차륜에서도 압축력을 얻을 수 있어서 구동시
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견인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레일의 부설정도 범위 내에서는 레일이 직선을 
벗어나 완만한 곡선을 이루거나 양쪽 레일의 평행도가 
다소 벗어나더라도 스플라인 축이음으로부터 수직차륜
에 대한 수평차륜의 상대적 위치변화가 허용됨으로 원
활한 구동이 가능하게 된다.

5. 예인전차의 현가장치의 평가
5.1 현가장치의 보완요소

차륜의 회전에 따른 반작용력
Fig. 11의 수직 구동모터가 수직차륜을 구동하려면 

베벨기어를 지나며 회전 방향이 90°바뀌어야 한다. 따
라서 베벨기어 박스는 수직차륜의 회전방향과 반대방향
으로의 회전 반작용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회전 반
작용에 따르는 구동모터가 수직차륜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베벨기어 박스의 회전방
지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수평차륜의 수평이동 가이드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평차륜은 레일의 설치정도

에 따라서 수평차륜이 끼어서 구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피할 수 있도록 미세한 수평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
한 예인 전차에 따라서는 저속운전에서의 속도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구동모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
다. 따라서 수평구동 모터의 동력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
함으로 베벨기어로부터 수직차륜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
도록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르
기 위하여서는 전항에서 언급한 베벨기어 회전방지장치
를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평차륜과 수직차륜의 간섭방지
수직차륜과 수평차륜이 레일과 만나는 선이 하나의 

수직평면상에 놓이는 경우에는 레일의 설치 정도에 따
라 차륜의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차륜의 폭을 레일보다 좁게 잡아 주는 방법
이 있다. 그러나 차륜의 폭을 좁혀주면 차륜과 레일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수직
차륜과 수평차륜이 레일과 서로 다른 수직 평면상에 놓
이도록 베벨기어의 형식을 하이포이드 스파이럴 베벨기
어 방식을 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평차륜과 레일의 압력조정 
수평차륜과 레일사이에서 얻어지는 압축력은 마찰력

을 발생시켜 차륜의 견인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한 쌍의 
수평차륜에서 0.072의 가속도를 추가로 얻기 위하여
서는 (1)식의 관계로부터 하나의 수평차륜에서는 0.036
의 마찰계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즉 0.12의 가속도
가 요구되는 예시한 문제에서는 수직차륜으로 얻을 수 
있는 마찰계수 0.06과는 별도로 0.036의 마찰계수를 수
평차륜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레일과 차륜사이의 마찰계수는 차륜의 이동속
도에 따라서 Table 1과 같이 변화함으로 이에 적합한 
수평하중을 추정하여 수평차륜을 압착시켜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 대체로 수직차륜에 작용하는 하중의 1/2정도
의 압축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이상의압축
력은 레일과 차륜에 과도한 응력집중의 원인이 된다. 즉 
레일과 차륜에 발생되는 압축응력의 집중은 pitting이라 
불리는 피로로 인한 국부적 표면손상을 일으켜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시운전후 운전가능 최
저 압력을 조사하여 압력을 필요최소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압력조절기를 유압실린더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현가장치 채택에 따르는 보완사항
기구적 안정성

최종적으로 채택한 베벨기어장치를 사용하는 동력전
달 방식에서는 수평차륜과 모터가 수직차륜의 축 방향



으로 이동이 허용되어야한다. 동시에 수평차륜은 적정
압력으로 레일을 눌러주며 레일이 부설정도 범위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더라도 레일에 작용하는 압축력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구적 구조로 되어야한
다. 

가속 및 감속에 대한 보완
예인전차의 가속도가 0.06로부터 0.12로 증가함

으로 각종 계측장비나 운전요원이 넘어지거나 정상 위
치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비상제동장치의 보완
예인 전차는 정상운전에서는 모터제어로 제동하는 것

으로 설계하고 있으나 비상제동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
여 공기압을 사용하는 일차 비상제동방식과 기계적 마찰
력을 이용하는 2차 비상 제동장치를 갖추어야하고 최종적
으로 적정한 댐퍼를 두어 전차를 제동시킬 수 있어야한다. 
이들 비상제동장치는 전차의 제어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에도 작동되어야 한다.

6. 맺는 말
선형시험수조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예인전차는 

수직차륜으로 구동하며 예인전차는 모터로부터 전달받은 
구동토크와 차륜에서 발생되는 마찰력으로 인한 견인토크
가 평형을 이루어야 예인이 가능하다. 전차의 질량과 가속
도로부터 구동력이 얻어지고 전차의 중량으로 인하여 차륜
에 가해지는 압력과 마찰계수로부터 마찰력이 얻어지지만 
마찰계수를 특정 값 이상으로 높여줄 수 없다. 따라서 고속
실험을 위하여서는 예인수조의 길이를 늘여주어야 한다. 수
조 길이의 연장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마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예인전차
를 고속으로 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평차륜을 
도입하고 베벨기어를 활용하여 동력전달체계를 구축함으
로서 수평차륜으로부터 견인력을 얻을 수 있는 차륜현가장
치를 고안하였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사용하여온 
수직차륜방식에 추가하여 수평차륜으로부터도 견인력을 
얻을 수 있어서 높은 가속도로 예인전차를 가속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한 새로운 차륜방식을 채택하면 
기존의 수조에서도 예인전차의 고속화가 가능하여 고속실
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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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피트급 파워요트 저항특성에 관한 연구
정우철(인하공업전문대학),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오대균(목포해양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경량탄소섬유(CFRP)를 이용한 50피트급 고속 파워요트의 저항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CFRP 소재의 보트
는 기존의 FRP 보트에 비하여 선체 중량이 가벼운 관계로 고속선에서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저경사각과 챠인의 위치가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선형특성을 갖는 두 척의 모형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선박 설계 시 최적의 선형
요소를 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 CFRP(경량탄소섬유), Power yacht(파워요트), Resistance performance(저항성능), Model test(모형시험)

1. 서 론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중화를 위한 고속 레저보트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Jeong, et al.(2004)은 Niwa(2002)가 제
시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총톤수 3톤, 30노트급 연안용 레저
보트의 초기선형을 설계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
석하였고, Van & Kim(2002)은 보급형 모터보트 설계를, 
Park, et al.(2004)은 고속 레저선에서 Spray strip의 역할을 
모형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Jeong, et al.(2008)은 
해외 실적선 80여척을 분석하여 초기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
능한 주요제원 추정식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형을 설
계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보트소재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알루미늄합금을 
이용한 30피트급 레저보트 개발(Jeong et al. 2012a)과 경량
탄소섬유(CFRP)를 이용한 50피트급 레저보트 개발(Jeong et 
al. 2012b)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 실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50피트급 이상의 크루즈용 모터보트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
는 해외 유명 메이커에 비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선형특성을 갖는 CFRP 소재 50피트
급 파워요트 두 척의 모형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선박 
설계 시 최적의 선형요소를 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형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척의 선형은 정우철 등(2012b)이 모형

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 하였던 선형(1차선형)과 새로이 설계
된 선형(2차선형)이다. 주요제원과 형상을 Table 1과 Fig. 1에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2차선형은 기존의 1차선형에 비하여 
길이와 폭이 다소 증가한 반면 배수량이 감소하였다. 

활주성능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종방향 중심위치는 선미단에
서 수선길이의 40%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Niwa, 
2002;  Clement, 2004). 2차선형의 종방향 중심위치는 1차선형
에 비하여 다소 선미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상부 구조물(거주구)
이 선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선미 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과
이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Item Dimension at design condition

1st hull 2nd hull
Lpp (m) 12.00 13.88
B (m) 4.60 4.68
d (m) 0.81 0.71

Displacement (ton) 16.24 15.00
Lcg position (% Lpp) 40 37

W.S.A.(m^2) 45.00 49.50
Dead-rise angle (degree)

Midship / AP 23 / 21 20 / 21

단면 형상과 선저경사각은 저항성능뿐 아니라 자세 안정성에
도 큰 영향을 미친다. Kihara & Ishii(1986)의 파랑 중 모형시험
결과에 따르면 선저 경사각이 커질수록 파랑 중 선수 상하 가속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 각이 커지면 추진효율이 나
빠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대 30o가 넘지 않도록 하고, 
15°~25°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선 두 선형 모두 
선저경사각이 다소 큰 경향이다. 1차선형의 단면형상은 약간 오
목한 형상으로 저항성능이 고려된 반면, 2차선형은 생산성을 고
려한 직선형 단면형상이다.

(a) 1st hull form

(b) 2nd hull form
Fig. 1 Comparison of lines

3. 모형시험
3.1 시험조건

모형시험은 서일본유체기술연구소(FEL) 고속회류수조에서 다
음 Table 2와 같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16노트에서 38노트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Table 2 Test conditions
Test case Remarks
Case-1 1st hull form, ▽=16.24ton, even trim
Case-2 2nd hull form, ▽=15.00ton, even trim
Case-3 2nd hull form, ▽=18.00ton, even trim

Case-1과 Case-2는 각각 1차선형과 2차선형의 Design 
condition이다. Case-3는 2차선형의 챠인위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의로 배수량을 20% 증가시킨 경우로, 정우철 등
(2012b)이 1차선형 모형시험에서 설명한 챠인위치의 영향을 선

형특성이 다른 2차선형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3.3 시험결과
계측된 저항값과 고속선 저항성능의 주요한 성능지표인 배수

량 톤 당 저항값(Rt/▽), 트림 및 침하량을 Fig. 2~Fig. 5에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2 Comparison of Rt

Fig. 3 Comparison of Rt/▽

Fn

TR
IM

(d
eg

)

0.6 0.7 0.8 0.9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0

1

2

3

4

5

6

7

8

9

10

1st_16.24ton_even trim
2nd_15ton_even trim
2nd_18ton_even trim

Fig. 4 Comparison of trim angle

Fig. 5 Comparison of sinkage at midship



Design condition에서 전반적인 저항값은 2차선형이 1차선형
에 비하여 작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커지는 경향을 보
인다(Case-1 & Case-2). 이는 2차선형의 침수표면적이 1차선
형에 비하여 크지만 배수량이 작고, 특히 선수부 수선면 형상이 
뾰족한 관계로 조파저항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2차선형의 배수량을 증가시킨 Case-3의 경우, 1차선형에 
비하여 배수량과 침수표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고속영역에
서 저항값이 작은 이유도 선수 수선면 형상의 영향인 것으로 판
단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배수량 톤당 저항성능은 저속영역에서는 Case-1이 가장 우수
하나, 고속영역에서는 Case-3이 가장 우수한 경향을 보인다. 특
히 동일한 2차선형에서는 배수량은 증가시킨 Case-3의 배수량 
톤당 저항성능이 Case-2에 비하여 우수한 이유는 Case-3의 트
림이 상대적으로 크고 선체부상이 잘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정우철 등(2012a, 2012b)이 언급한 바와 같이 배수량을 
증가시킨 Case-3의 수선과 만나는 챠인의 위치가 선수쪽에 위치
하기 때문에 챠인에 작용하는 유체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Fig. 6~Fig. 8에 24, 28, 32노트에서 세 경우에 대한 파형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속도영역에서 Case-2의 파형이 가장 
우수하다. 특히 24노트에서 Case-1과 Case-3은 선미파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Case-2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선
수부 어깨에서 발생하는 파형도 Case-2의 경우가 가장 우수하
다.

Case-1

Case-2

Case-3
Fig. 6 Comparison of wave patterns, V=24knots

Case-1

Case-2

Case-3
Fig. 7 Comparison of wave patterns, V=28knots

Case-1

Case-2

Case-3
Fig. 8 Comparison of wave patterns, V=32knots



고속영역에서 Case-1과 Case-2의 트림과 침하량이 거의 동
일함에도 불구하고 Case-2의 파형이 가장 우수한 이유는 선수 
수선면 형상이 뾰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고속영역인 32노트에서 Case-2와 Case-3의 전반적인 
파형차이가 저속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Case-3의 배수량이 Case-2에 비하여 20% 증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도가 
증가할수록 Case-3의 선체부상이 Case-2에 비하여 잘 발생하
기 때문이고, 이는 수선면과 만나는 챠인 위치의 영향이라고 판
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

량탄소섬유(CFRP)를 이용한 50피트급 고속 모터보트의 저항성
능을 모형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선수 수
선면 형상과 선수부 챠인의 위치가 항주트림과 선체부상을 변화
시켜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유
사한 선박 설계 시 선미부 배수량을 증가시키고, 선수부 수선면 
형상을 뾰쪽하게 만들고, 배수량 톤당 저항성능(Rt/∇)이 우수한 
Case-3과 같은 항주자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수부 챠인위치를 
약 8Station 정도까지 수면하부에 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과제명: CFRP 소재의 

고급 크루즈 레저보트 개발)”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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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유체-구조 상호작용을 고려한 
세일요트의 동적 연성해석

김영복, 김영훈, 박준수

A Study on the Coupled Dynamic Analysis of the Sail 
Yacht Considering Air-Fluid-Structure Interaction

키워드: 세일; 마스트; 공기-유체-구조 상호작용해석, 슬루 형 세일요트; 바람의 동유체력; 유체유동  

           해석; 유체-구조 상호작용해석 

        (sail; mast; Air-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sloop-type sail yacht; dynamic    

           wind force; CFD analysis;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슬루프형 세일요트의 복합형 세일과 마스트로 이루어진 구조물에 

작용하는 바람의 효과를 공탄성 연성해석에 의해 구하고, 이를 외력으로 받아서 요

트 본체와 파도력을 고려한 요트의 구조해석에 적용하는 연구, 즉 공기-유체-구조

물의 삼자 연성해석을 시도하였다. 세일이 풍력을 비롯한 외력을 받으면 크기와 조

건에 따라 세일의 형상이 변하게 되고, 이러한 형상 변화는 세일 주위 유동과 유체

력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에 따라 세일 형상이 변화되므로 세일의 유체역학적 성

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공기-구조 연성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이의 영향을 받아 요

트는 파도를 가르고 항주하면서 파도의 영향을 받아 유체구조 연성작용을 하며 변

형을 하게 되므로, 이에 의해 야기되는 세일과 마스트로 전해지는 풍력의 변화에 

따른 요트의 운동성능과 구조강도 역시 최적의 요트설계를 위해서는 중요한 연구대

상이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선형의 운동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세일에 걸리는 풍

하중에 의한 세일에 미치는 바람의 영향에 의한 얇은 천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한 

유탄성해석을 수행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선형의 운동을 고려한 세일의 유탄성해

석을 통한 세일 얇은 천의 비선형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공해상의 파도의 작용

을 받으며 항주하는 요트본체의 변형을 실시간에서 고려한 세일에 대한 공기-유체

-구조 상호 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석기법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세일은 물론 

요트본체에 걸리는 동적 거동 및 구조물의 응력과 변형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해

석결과는 탄성 소재로 간주한 세일의 선형해석결과와 유체-구조 연성기법에 의한 

운동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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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낚시 레저보트 선형개발과 저항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ull Form Development and Resistance Performance of 

High Speed Fishing Leisure Boat
정우철(인하공업전문대학), 권수연(선박안전기술공단)

김도정(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최지훈((주)대원마린텍)

요 약
  본 논문은 쌍동형 고속 낚시용 레저보트 선형개발과 저항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항성능은 고속회류수조에서 모형시
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흘수선과 만나는 챠인의 위치 뿐 아니라 Cross deck의 위치가 저항성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High speed fishing leisure boat(고속낚시레저보트), Planning hull(활주선), Catamaran(쌍동선), Resistance performance(저항성
능), Model test(모형시험) 

1. 서 론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중화를 위한 고속 레저보트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Jeong, et al.(2004)은 Niwa(2002)가 제시
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총톤수 3톤, 30노트급 연안용 레저보
트의 초기선형을 설계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석
하였고, Van & Kim(2002)은 보급형 모터보트 설계를, Park, 
et al.(2004)은 고속 레저선에서 Spray strip의 역할을 모형시
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Jeong, et al.(2008)은 해외 실
적선 80여척을 분석하여 초기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주
요제원 추정식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형을 설계하여 
그 성능을 수조시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보트소재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알루미늄합금을 
이용한 30피트급 레저보트 개발(Jeong et al. 2012a)과 경량
탄소섬유(CFRP)를 이용한 50피트급 레저보트 개발(Jeong et 
al. 2012b)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Jeong, et al.(2012c)은 고속 쌍동형 레저보트에 흔히 부착하
는 Center body의 영향을 모형시험을 통하여 연구하였고, 활주
형 단면을 갖는 Center body는 추가적인 할주선 역할을 함으로
서 운항 중 자세변화와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Jeong, et al.(2012c)이 개발한 고속 쌍동형 레
저보트 선형을 수정/개량하여 모형시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선형개발
본 개발선의 설계과정은 Jeong, et al.(2012c)의 논문에 자세

히 언급되어 있다. 이를 1차선형(1st hull)이라 한다. 1차선형의 
모형시험 결과, 두 선체 사이에 부착한 Center body는 수면 하부
에 위치할 경우, 추가적인 할주선 역할을 함으로서 운항 중 자세
변화와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Jeong, et al.; 2012c). 

파랑 중 고속 운항시, Cross deck에는 큰 파랑 하중이 작용하
여 구조적인 안전성 및 승선감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Cross deck 위치를 어느 정도 수면상부에 위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Center body가 활주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Center body를 구조적인 보강 역할 만 수행 할 
수 있도록 작게 부착하는 방향으로 선형을 수정하였고, 이를 2차
선형이라 한다. 2차선형은 1차선형에 비하여 주요제원이 다소 증
가되었다. 그러나 활주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선저경사각과 종방
향 중심위치는 Kihara & Ishii(1986), Niwa(2002),   
Clement(2004)가 제안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서 배수량에 맞추어 조절하였다. 
2차선형의 주요제원과 형상을 Table 1과 Fig. 1에 각각 나타

내었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
Item 주요치수 

Length 8.0m
Beam 3.0m
Draft 0.40m

Displacement(design) 3.0ton

Fig. 1 Lines

3. 모형시험
3.1 시험조건

모형시험 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본 개발선은 배수량 
3톤이 설계배수량이지만, 시운전 조건으로 2.5톤에서 모형시험
을 함께 수행하였다. 또한 Cross deck 보강을 위하여 설치한 소
형 Center body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1차선 모형시험
(Jeong, et al.; 2012c)에서 언급한 챠인이 흘수선과 만나는 위치
와 Cross deck가 흘수선과 만나는 위치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기 
위하여 배수량을 4톤으로 임의로 흘수를 증가시켜 모형시험을 함
께 수행하였다. 시험모형은 푸루우드수를 고려하여 0.7m 크기로 
하드우레탄으로 제작하였고(Fig. 2), 14노트~30노트 범위에서 
서일본유체기술연구소(FEL) 고속회류수조에서 수행하였다. 

Table 3 Test conditions
Test case Hull shape

Case-1 △=2.5 Ton 

Case-2 △=3.0 Ton 

Case-3 △=2.5 Ton + Small Center body

Case-4 △=3.0 Ton + Small Center body

Case-5 △=4.0 Ton 

 
     Case-1, -2 & –5              Case-3 & -4

Fig. 2 Test models

3.2 시험결과
계측된 저항 값과 고속선의 중요한 성능지표인 배수량 톤당 

저항성능(Rt/▽)을 Fig. 3과 Fig. 4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1차 
선형과는 달리 Center body는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배수량이 증가한 경우의 저항 계측 값이 전반적으로 큰 경
향을 보인다. 그러나 배수량은 크게 증가시킨 Case-5의 경우, 
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항 증가 폭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배수량
이 큰 경우의 Rt/▽가 작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Case-5의 경우, 
속도가 증가할수록 더욱 우수한 경향을 보인다. 배수량이 증가하
면서 침수표면적이 함께 증가하였음에도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은 
배수량톤당 조파저항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트림변화와 선수미 침하량을 Fig. 5와 Fig. 6에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3 Comparison of resistance performance

Fig. 4 Comparison of resistance performance(Rt/▽)



Fig. 5 Comparison of trim angle (degree)

Fig. 6 Comparison of sinkage at F.P. and A.P. (% of Lpp)
배수량이 증가할수록 선미트림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배수량을 크

게 증가시킨 Case-5의 경우, Fn=0.9인 16노트 부근에서 최대 트림을 
보이다가 속도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네 경
우의 트림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모든 경우의 선미 침하량 변
화는 크지 않으나 선수부 선체 부상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 배수량이 
큰 경우의 선수 부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Jeong, et 
al.(2012c)이 언급한 바와 같이 배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선과 만나
는 챠인 위치가 선수부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챠인에 작용하는 유체력
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Case-5의 경우, 다른 경우와 달리 
Cross deck가 수면 하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유체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ase-1, Case-2 그리고 Case-5 세 경우에 있어서 14노트와 16
노트에서의 파형을 Fig. 7과 Fig. 8에 각각 나타내었다.

(a) Case-1

(b) Case-2

(c) Case-5
Fig. 7 Comparison of wave patterns, V=14 knots

(a) Case-1

(b) Case-2

(c) Case-5
Fig. 8 Comparison of wave patterns, V=26 knots



14노트에서 배수량이 증가하면서 큰 선미파가 나타나고 있다. 이
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수량이 증가하면서 선미 침하량은 동
일한 반면 선수 부상량이 증가하면서 트림이 커졌기 때문이다.

26노트에서는 배수량이 가장 큰 Case-5의 선수미 파형이 가장 우
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Case-5의 경우, 속도가 증가하면서 선미
가 함께 부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체 부상량이 큰 이유라 판단된
다. 즉, 본 개발선의 경우, 배수량이 증가하면서 선체 부상이 잘 일어
나고 배수량 톤당 조파저항 성능이 우수해 지는 경향을 보인다.  

4. 결 론
본 논문은 쌍동형 고속 낚시용 레저보트의 선형개발 과정과 

기본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흘수선과 만나는 챠인의 위치 뿐 아니라 Cross deck의 위
치가 저항성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2) 배수량이 증가할수록 선수 부상이 크게 일어나면서 선미파
가 커지고 있으나, 고속영역에서는 선미 부상이 함께 일어나면서 
배수량 톤당 조파저항 성능이 우수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후  기
본 연구는 2012년 국토해양부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과

제명: 해양레저 대중화를 위한 고속 레저낚시보트 개발)의 연구
비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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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Rolling Tank 내 유동 해석을 통한 
횡 동요 저감 효과에 관한 연구

이서현(충남대학교), 류재문(충남대학교), 지용진(수퍼센츄리)

A study on the reduction effects of roll motion using flow analysis 
in Anti-Rolling Tank

Seo-Hyun Le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ae-Moon Lew(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ong-Jin Ji(Super Centur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Anti-Rolling Tank가 횡 동요 운동을 할 때 탱크 내부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에서는 U-tube 형태의
탱크를 사용하였으며 상용 코드 STAR-CCM+를 사용하여 탱크 내부 부재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탱크 내부에 댐핑 역할을 
하는 다공형 배플판(Porous Baffle board)을 배치함으로써 ART의 횡동요 저감효과에 다공형 배플판(Porous Baffle board)으로
인한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탱크 내부에 부재가 없는 ART와 탱크 내부 부재 배플판(Baffle board)를 배치한 ART를 수치 계산
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Keywords : Roll motion(횡 동요),  Anti-Rolling Tank(ART, 횡 동요 감쇄 탱크), Baffle board(배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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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Wedge 주위의 초공동 유동에 대한 수치 계산
이현배, 최정규, 김형태(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Computation of Supercavitating Flows Around 
Two-Dimensional Wedges

Hyun-Bae Lee, Jung-Kyu Choi, Hyoung-Tae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2차원 wedge형상 주위 초공동 유동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물체 주위 초공동 발생과 항력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혼상류 유동에 대한 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유한체적법 기반의 상용코드인 Fluent를 사용하였다. 세 가지 
난류 모델과 두 가지 캐비테이션 모델에 대해 수치해 정도 및 수렴성에 있어서 초공동 유동 해석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wedge를 대상으로 압력과 속도를 변수로 하는 캐비테이션 수 조건에 대해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캐비테이션 수가 작아질수록 
초공동의 길이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며, 반면에 항력계수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부력이 초공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자유수면 아래서 운동하는 경우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부력 효과로 인해 초공동의 길이가 부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짧아지며, 캐비티의 끝 부근에서 위로 약간 상승한다. 항력계수는 부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캐비테이션 수가 작아짐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유사하지만 부력이 있는 경우가 약간 크게 나타났다.

Keywords : Supercavitation(초공동), Cavitator(공동발생장치), CFD(전산유체역학), Symmetry body(대칭체), Free surface(자유수면)

1. 서 론
수중운동체의 속도를 높이게 되면 마찰항력과 압력항력이 급

격히 증가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들어 초공동 현상
(Supercavitation)을 이용하는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마찰항력 
감소를 위해 수중운동체 주위에 의도적으로 캐비테이션을 발생
시켜 물체 전체를 캐비티로 감싸 물체 표면이 유체와 접촉하는 
면적을 줄이고, 표면 압력분포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항력
을 감소시켜 고속으로 항주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선두 주자로 러시아의 초고속 어뢰인 Shkval이 잘 
알려져 있으며, 수중에서 약 200노트(초속 100m/s)의 속도로 진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보통 어뢰의 속도가 40노트
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다. Shkval은 
잠수함 또는 수상함에서 발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ig. 1
은 이의 상상도이다. Shkval의 몸통이 캐비티에 의해 완전히 둘
러싸여 있고, Shkval 주위의 공동이 길어질수록 부력의 영향을 
받아 캐비티가 중력 반대방향으로 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Balas et al, 2006).

최근 들어 캐비테이터 형상 (Schauer, 2003, Ahn 2007), 운
동제어(Petitpas et. al., 2003, Alyanak, 2004, Balas, 2006) 등
에 관한 실험적 연구와 수치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Fig. 1 Sketch of supercavitation around Shkval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초공동 운동체에 관한 실험적(Ahn et. 
al., 2010), 수치적 연구(Park & Rhee, 2011, Park & Rhee, 
2011(2))가 수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모형에 관한 연구들이며, 초공동 유동 현상의 이해나 
물체주위 공동유동에 의한 항력 특성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상황이다. 특히 운항속도나 부력 등 실제 운항조건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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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의 전산유체역학(CFD) 기법과 컴퓨터의 발전은 수

치해석을 통한 성능추정과 평가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특히 캐
비테이션 유동 해석을 위한 해석모델 개발과 정도 향상을 위한 
노력(Park & Rhee, 2010)으로 인해 프로펠러, 타 등의 선박 주
위 유동에 대한 캐비테이션 유동 해석이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수치해석 기법의 향상으로 인해 초공동 운동체 주위 
캐비테이션 유동의 해석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실험으로 구현하
지 못 하는 상황이나 실제운항 조건에서도 정성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물체의 초
공동 유동 및 물체에 작용하는 항력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수치해석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세 가지 난류 및 두 가지 
캐비테이션 모델에 대해 수렴성 및 수치해 정도를 알아보고, 쐐
기(wedge)형상에 대해서 캐비테이션 수에 따른 캐비테이션 유동 
및 항력 특성과 함께 부력의 영향도 조사하였다.

2. 유동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2차원 비압축성 정상 혼상류 유동(mixture flow)에 관한 지배
방정식은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과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방정식이며,  직교 좌표계에서 다음 식 
(1), (2)로 표현되며, 증기 수송방정식은 식 (7)과 같다.



∇·                                (1)


  ∇·  

         ∇∇· ∇  ∇  
             ∇·

 



     (2)

여기서  은 질량-평균 속도로 식 (3)과 같고, 은 혼상류 
밀도로 식 (4)와 같으며, 는 상에 대한 volume fraction이다.

  

 
                                    (3)

  
 



                                         (4)

또한, 은 상(phase) 개수이고, 는 body force, 그리고 
은 혼상류 점성으로 식 (5)와 같으며,  는 부차적인 상 에 
대한 이동 속도로 식 (6)과 같다.

  
 



                                        (5)
                                              (6)



∇·                           (7)  

  
여기서 는 증기상, 는 증기 volume fraction, 는 증기 밀

도,  는 증기 상의 속도, , 는 캐비테이션 내의 액체와 
증기 사이의 질량 수송량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 에 대해 
두 가지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하였다.

2.2 캐비테이션 모델
캐비테이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두 가지 캐비테이션 모델을 

선택하였고, FLUENT(ver. 13)에서 두 모델은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ANSYS, 2010).

2.2.1 Schnerr and Sauer 모델
⦁ when  ≥
 


 ℜ

 






                (8)

⦁ w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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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기서 은 질량 수송량을 나타내고, ℜ는 bubble 반지름
을 나타낸다.

2.2.2 Zwart-Gerber-Belamri 모델
⦁ when  ≥
  ℜ

  






             (10)

⦁ when  ≤
  ℜ

 






                        (11)

여기서 ℜ는 bubble 반지름 = , 는 nucleation 
site volume fraction = ×이다. 는 기화계수
(evaporation coefficient) = , 는 응축계수(condensation 
coefficient) = 이다.



2.3 수치해석 방법
유동해석은 유한체적법(FVM) 기반의 상용코드인 FLUENT 

(ver. 13)를 사용하였다. 지배방정식의 확산항은 차중심차분, 
대류항은 QUICK(Quardratic Upwind Interpolation for 
Convective Kinematics)방법으로 이산화 하였고, 속도-압력 연성
은 SIMPLEC 방법을 사용하였다. 난류모형은 realizable k-ε, 
standard k-ε, Reynolds stress 모델을 사용하였고, 표준 벽함수
(standard wall function)를 사용하였다.

2.4 약자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약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하였다.

 : head radius of hemispherical head-form cylinder
 : cylinder diameter of hemispherical head-form cylinder
 : wedge length
 : wedge width
 : wedge angle
 : cavity length
 : cavity thickness
 : arc length
 : center line of supercavity
  : realizable k-ε
  : standard k-ε
 : Reynolds stress
 : Schnerr and Sauer
 : Zwart-Gerber-Belamri
 : cavitation number
 : pressure coefficient
 : drag
 : volume of fraction

또한 항력계수, 캐비테이션 수()와 압력계수()는 각
각 식 (12), (13), (14)와 같이 정의 된다.

 
 



                                     (12)

 




                                           (13)

 




                                            (14)

3.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의 영향
3.1 Hemispherical head-form cylinder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이 초공동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비교적 간단하고,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 반구
형 머리 실린더(Hemispherical head-form cylinder)에 대해 각각 
두가지의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다. 반구형 머리 실린더 직경은 0.2m이며 Fig. 2에 형상과 
좌표계를 나타내었다. 좌표계는 축대칭 유동에 장점이 있는 원통
좌표계를 사용하였다. 

Fig. 2 Geometry and coordinate system for
hemispherical head-form cylinder

계산영역은 Fig. 3과 같이 유입경계는 , 유출경계는 
, 외부경계는  떨어져 있으며, 유입 및 외부 경계는 
균일유속도(velocity-inlet) 조건, 유출경계는 정압력(pressure- 
outlet)조건을 주었다. 2차원 정렬 격자계로 생성하였고, 축대칭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격자수는 약 개 이다. 유입속도
()는 0.7 m/s이고, 대상물체의 직경으로 무차원화 된 레이놀
즈 수()는 ×이다. 벽으로부터 첫 격자점까지의 
거리()는 레이놀즈 수를 고려하여 50을 사용하였다(Choi and 
Kim, 2010).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Reynolds stress 모델은 계산량이 많아서 해석 시간이 많이 걸리
지만 정도 높은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Realizable k-ε 
모델은 비교적 좋은 해석결과를 주고 해석 시간도 짧아 선박의 선미 
유동 해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을 조합
하여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캐비테이션 수를 0.2 ~ 0.5까지 0.1 간격
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3 Grid system for hemispherical head-form cylinder

Turbulence Model Cavitation Model
Realizable k-ε Schnerr and Sauer

Reynolds Stress Zwart-Gerber-Belamri

Table 1 Turbulence and cavitation model for calculation of 
hemispherical head-form cylinder



(a)   

(b)   

(c)   

(d)   
Fig. 4 Pressure distribution of hemispherical head-form 

cylinder by turbulence and cavitation model

Fig. 4에는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에 따른 반구형 머리 실린
더의 압력분포를 실험 및 다른 수치해석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
다. Park(2013)의 결과는 Openfoam을 사용하여 standard k-ε모
델과 Singhal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한 결과이다. 모든 수치해
석 결과가 머리에서 캐비티가 닫히는 부근까지는 실험과 잘 일치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Reynolds stress 모델이 실험과 비교
적 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비티가 닫히는 부근의 위치
는 두 난류 모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캐비티가 닫
힌 이후의 압력분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 난류 모
델에서 두 캐비테이션 모델에 따른 변화가 높은 캐비테이션 수
(Fig. 4(d))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캐비테이션 수가 낮아지면
(a) 캐비티가 닫힌 이후 Realizable k-ε 모델은 작은 차이를 보이
지만 Reynolds stress 모델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
히  Reynolds stress 모델은 캐비티가 닫히는 부근에서 비교적 
불안정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Fig. 5에 나타낸 volume 
fraction 분포로도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Vf 0.5를 기준으로 하
여 나타내었다. 캐비티가 닫히는 부근에서 실제 현상과 유사하게 
물체표면과 캐비티 사이로 물이 다시 유입되는 re-entry jet 현상
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상유동에 대한 해석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수행 중에 반복적으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따라서 난류모형의 경우 Reynolds stress 모델이 실제 현상과 
가까운 결과를 주며, Realizable k-ε 모델의 경우 캐비테이션 초
생 위치나 길이 등에서 큰 차이 없는 강건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 Realizable k-ε, Schnerr and Sauer

(b)   , Reynolds stress, Zwart-Gerber-Belamri
Fig. 5 Closed shape of cavity on hemispherical 

head-form cylinder

3.2 15° wedge
코드 길이()가 1 m인 wedge(15°)에 대해 뒷면의 중심을 원

점으로 하는 직교좌표계에서(Fig. 6) 대칭 정상 난류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7과 같이 계산영역의 유입경계는  , 유출
경계는  , 외부경계는   떨어져 있으며, 유출 및 외부 
경계에서 균일류 조건, 외부경계에서 정압력 조건을 주었다. 격
자수는 약 개 이고, 대칭 조건을 적용하여 2차원 정렬격



자로 생성하였다. 유입속도는 1m/s이고, 15.5℃에서의 물성치를 
사용했으며, wedge 코드 길이로 무차원화 된 레이놀즈 수()
는 ×이다.

수치해석은 캐비테이션 수       
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반구형 머리 실린더와 마찬가지로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2와 같이 난
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을 조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 Definition of wedge and cavity shape

Fig. 7 Grid system for wedge

Turbulence Model Cavitation Model
Realizable k-ε Schnerr and SauerStandard k-ε Zwart-Gerber-BelamriReynolds Stress

Table 2 Turbulence and cavitation model for calculation of 
wedge(15°)

Fig. 8에는 난류 모델 및 캐비테이션 모델에 따른 캐비티의 길
이()를 포텐셜(Ahn et al., 2010) 및 이전 점성 유동해석 연구 
결과(Park, 2013) 그리고 해석해(Newmann, 1977)과 함께 나타
내었다. 캐비티 길이가 포텐셜, 해석해 등과 경향은 유사하지만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를 제외하면 모든 해석
결과가 유사한 경향과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난류 및 캐비테이
션 모델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Fig. 9는 난류 모델 및 캐비테이션 모델에 따른 캐비티의 폭
( )을 나타내었다.    를 제외하면 모두 유사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캐비테이션 모델의 경우 모든 난류 
모델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의 경우 난류 모
델에 따라 경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난류모형에 대해서는 
  모델이  모델보다 작게 추정되고 있으나 캐비테이
션 모델과의 조합에서  가 더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8 Comparison of cavity length of wedge(15°) by 
turbulence and cavitation model

Fig. 9 Comparison of cavity width for wedge(15°) by 
turbulence and cavitation model

Fig. 10에는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에 따른 항력계수()
를 나타내었다. 모든 모델 조합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을 제외한 두 난류 모델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난류 모델에 대한 캐비테이션 모델 차이
도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초공동 유동 해석에 있어서 Reynolds 
stress 모델은 실제 현상에 가까운 결과를 주지만 비정상성이 크
고, Realizable k-ε 난류 모델은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모델은 난류 모델에 따라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모델은 비교적 강건한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후 수치해석은 비교적 안
정적이고, 어느 정도 타당한 유체력과 강건한 캐비테이션 해석 
결과를 보였던 은    를 사용하였다.



Fig. 10 The drag coefficients for wedge(15°) by 
turbulence and cavitation model

4 Wedge의 초공동 및 항력 특성
4.1 Wedge angle 변화에 따른 초공동 유동 특성
초공동 유동에 있어서 중요한 캐비테이션 수는 압력과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압력을 고정하고 속도를 변화시키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는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라도 레이놀즈 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흔히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시험을 수
행할 때 시험부 유속의 한계 때문에 압력을 조절하여 캐비테이션 
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따라서 레이놀즈 수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 조건을 만족하도록 속도를 고정하고 압력
을 변화시킨 경우와 압력을 고정하고 속도를 변화시킨 경우로 나
누어 wedge를 대상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또 wedge 각 
변화에 따른 초공동 유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Wedge에 대한 좌표계 및 격자계는 Fig. 5, 6과 동일하고, 코
드 길이()는 1 m 이다.  Wedge 각()의 변화에 따라 일부 격
자를 변화시켰으며, wedge 각에 따라 격자수는 약 60,000 ~ 
80,000개 이다. 압력을 고정하고 유입속도()를 19.85 ~ 
51.26 m/s로 변화시킨 경우, 레이놀즈 수()는 × ~ 
×이며, 속도(1 m/s)를 고정한 경우의 레이놀즈 수는 
 ×

이다. 벽에서 첫 격자점까지의 거리()는 레
이놀즈 수를 참고하여 50 ~ 330을 사용하였다. 

Table 4에는 수치해석 결과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캐비테이션 수를 나타내었다. wedge 각이 큰 경우가 비교
적 높은 캐비테이션 수까지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며, 속도변화보
다 압력변화에 의해 캐비테이션 수를 변화시킨 경우가 더 높은 
캐비테이션 수까지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onstant   : constant
 

0.15 2442.73 51.26
0.20 2467.71 44.39
0.25 2492.68 39.70
0.30 2517.66 36.25
0.35 2542.63 33.56
0.40 2567.61 31.39
0.45 2592.59 29.59
0.50 2617.56 28.08
0.60 2667.52 25.63
0.80 2767.42 22.20
1.00 2867.33 19.85

Table 3 Pressure and velocity conditions for cavitation number

wedge(10°)  : constant none cavitation over   
 : constant none cavitation over   

wedge(30°)  : constant none cavitation over   
 : constant none cavitation over   

Table 4 The cavitation number for none cavitation

Fig. 11, 12, 13에는 wedge 각 변화에 따른 캐비티 길이( ) 
및 폭( )과 항력계수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15°의 결과는 앞서 
3장에서 해석한 결과이다. 모든 wedge에서 가 감소함에 따라 
  및 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며, 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dge 각이 클수록 와 는 증가하며 
wedge 각 30°의 경우 다른 각들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캐비테이션 수가 작은 경우에 수치해석 결과의 와 
가 해석해와 잘 일치하며, 캐비테이션 수가 커지면서 해석해와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를 고정한 경우의  , 는 모두 압력을 고정한 경우보
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캐비테이션 수가 작아질수록 즉, 
레이놀즈 수차이가 커질수록  , 의 차이 또한 증가되고 있
다. wedge 각이 작을 때는 두 경우 사이의  ,   차이는 작다. 
항력계수의 경우 wedge 30°는 속도를 고정한 경우와 압력을 고
정한 경우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wedge 10°의 경우
에는 압력을 고정한 경우가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압력을 고정한 경우와 속도를 고정한 경우 사이에는 상
당히 큰 레이놀즈 수 차이가 있고 wedge의 각이 클수록 비교적 
수퍼 캐비테이션 상태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레이놀즈 수가 항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나 캐비티의 형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wedge 
각이 작은 경우에는 레이놀즈 수가 캐비티 형상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항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Cavity lengths for wedge angles and calculation 
conditions

Fig. 12 Cavity widths for wedge angles and calculation 
conditions

Fig. 13 The drag coefficients for wedge angles and 
calculation conditions

4.2 선형 상사해와의 비교
캐비테이션 수와 항력계수를 식 (15)와 같이 바꿔 쓰면 

wedge 형상에 대한 해석해는 하나의 선형 상사해로 표현할 수 
있다(Newman, 1977). 여기서 는 wedge 폭의 반이다.

⦁ →
 ,    →

 


               (15)

수치해석 결과의 캐비티 길이와 항력계수를  에 
대해 각각 Fig. 14, 15에 나타내었다. 수치해석의 결과도 모든 
wedge가 거의 하나로 수렴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 
작아질수록 잘 수렴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 
커질수록 비교적 더 넓은 범위에 분포되고 있다. 

Fig. 14 Cavity lengths for wedge angles and calculation 
conditions according to similarity variable

Fig. 15 The drag coefficients for wedge angles and 
calculation conditions according to similarity variable



4.3 부력을 고려한 초공동 유동
부력이 초공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유수면 아

래에서 균일 유동장 내에 놓인 wedge(30°)를 대상으로 비정상 
난류유동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Fig. 16). 자유수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기, 수증기, 물의 3상 혼상류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며, 수치해석 방법과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은 앞서의 
해석과 동일하다.

Fig. 16 Problem schematics
계산영역의 유입경계는  , 유출경계는  , 하부경계

는  , 상부경계는 이며, 유입 및 외부 경계는 균일유
속도조건, 유출경계는 압력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깊이에 따른 정
수압 조건을 주었다(Fig. 17). 격자는 H형의 2차원 정렬격자계로 
생성하였으며, 격자수는 약 140,000 ~ 200,000개 이다.

Wedge 길이는 1 m 이며, 유입속도()를 28.08~51.27 m/s
로 변화시켰다. 이때 레이놀즈 수()는 ×~× 
이며, 이를 고려하여 벽에서 첫 격자점까지의 거리()는 240 ~ 
330을 사용하였다.

Table 5에는 수심 10 m 에서 캐비테이션 수 조건을 만족하는 
속도 조건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대표길이 은 wedge의 코드 
길이인   를 사용하였다.

Fig. 17 Grid system for wedge with free surface


  : constant


0.15 51.27
0.20 44.40
0.30 36.25
0.40 31.40
0.50 28.08

Table 5 Velocity conditions according to cavitation number

Fig. 18에는 캐비테이션 수 변화에 따른 캐비티 길이( )를 
나타내었다. 부력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 앞서 압력을 고
정하고 속도를 변화시켜 수치해석을 수행한 wedge(30°)의 결과
와 비교하였다. 캐비테이션 수가 작아지면서 길이가 커지는 경향
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부력이 있는 경우가 부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가 짧으며, 가 감소할수록 그 차이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캐비티 형상 비교를 위해 Fig. 19와 같이 캐비
티 형상을 정의하고, 캐비티의 형상 및 중심선을  Fig. 20에 나
타내었다.

Fig. 18 Comparison of cavity length of wedge(30°) 
between with and without buoyancy effect

Fig. 19 Definition of cavity shape parameters
부력의 영향으로 인해 캐비티 길이와 폭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캐비티 끝 부근에서 형상이 약간 위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캐비테이션 수 0.5에서는 비대칭이 크게 나타나며, 
부력이 없을 때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 



     ×


     ×


     ×


     ×


     ×


Fig. 20 Comparison of supercavity shape and cavity center line between with and without buoyancy effect
이는 정수압에 의한 wedge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사이의 압력 

차이에 기인하여 부력이 있는 경우에서 wedge 위쪽의 국부 캐비
테이션 수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 21에는 부력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항력계수를 나타내었다. 캐비테이션
수가 작아지면서 감소하는 경향은 두 경우가 같지만 부력이 없는 
경우가 약간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캐비티가 
길어지면서 항력계수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과 유사하다.

Fig. 21 Comparison of the drag coefficient of wedge(30°)
between with and without buoyancy effect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형상에 대한 캐비테이션 유동과 

항력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난류 및 캐비
테이션 모델의 수치해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반구형 머리 실린
더와 15° wedge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 
조합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로부터 난류모
델은 realizable k-ε, 캐비테이션 모델은 Schnerr and Sauer 모
델이 수치해 정도 및 수렴성에 있어서 초공동 유동 해석에 적합
함을 확인하였다. 

Wedge angle이 10°, 15°, 30°인 경우에 대하여 초공동 유동
해석을 수행한 결과, 캐비테이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초공동 길
이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며, 반면에 항력계수는 지수적으로 감소
하였다.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에 대하여 wedge angle이 클수록 
초공동 길이와 두께도 커지며, 항력계수 역시 크다. 

부력이 초공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유수면효과
를 넣어 30° wedge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부력의 영향
으로 인해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 및 레이놀즈 수에서 초공동 길
이는 짧아지고, 두께도 미소하게 줄어들고 있다. 항력계수는 캐
비티가 길어지면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단 캐비테이션 수가 
0.5일 때, 부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향후 다양한 물체에 대한 초공동 유동해석 및 비정상 초공동
유동에 대한 추가적인 수치해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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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Vortex-In-Cell)방법을 이용한 평판의
단일 미세 기포 유동 해석을 위한 선행 연구

송형도1), 김광수2), 이승재3), 서정천4)

Advanced research for analysis of single micro bubble flow
 on flat plate using VIC(Vortex-In-Cell) method
Song Hyung-Do, Kim Kwang-Soo, Lee Seung-Jae, Suh Jung-Chu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미세 기포를 이용한 마찰저하 감소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삼차원 평판의 단일 기포 유동을 해석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미세 기포를 이용한 기존의 저항 감소 기법들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채택하려는 방법의 실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3차원 미세기포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로 2차원 날개 단면에서 단일 기포 유동을 계산하였다.해석 기법으로는 Lagrangian 방법을 사용하여 유동장과 기포의 운동 및 거동 해석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연구 방법인 Eulerian 방법과는 달리 와도, 기포와 같은 기본 요소들을 입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격자계를 필요로 하지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체의 운동보다 상당히 빠르게 운동하는 기포의 운동을 잘 기술 할 수 있다.  유동장은 VIC(Vortex-In-Cell) 방법을 적용한 Largrangian vortex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포의 거동은 Newton’s 2ndlaw를 이용하고, 기포의 반경 변화는 Rayleigh-Plesset 방정식으로 해석하였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중 기포와 난류 유동 특성을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Keywords : Viscous flow(점성 유동), Lagrangian vortex method(라그랑지안 보오텍스 방법), Vortex-In-Cell method(VIC 방법),
            Bubble dynamics(기포 동역학)

1. 서 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정책과 고유가 

시대에 따라서 조선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그중에 선박의 마찰 저항을 감소하는 방
법은 선체 표면에 도료를 살포하는 것, 선체 표면에 냉열판을 설
치하여 부력을 얻는 것, 선체 표면에 공기층을 형성하는 것, 선
체 표면에 미세 기포를 분출하는 것 등이 있다. 저항 감소 방법 
중 미세 기포 분출에 의한 방법은 아직 물리적 원인에 대한 정확
한 원인 규명이 되어있지 않고, 기포의 크기나 농도에 따라서 마
찰 감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연구할 필요
성이 있다. 삼차원 미세 기포 유동을 구하기 위하여 선해 연구로 

1) 서울대학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4)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2차원 날개 단면에서 단일 기포 유동을 계산하였다.

2. Micro-bubble 저항 감소 기법 분석
미세 기포를 사용한 저항감소 연구의 이론적 기반은Amromin 

& Mizine(2003), Ceccio(2009)가 언급한 바 있다. Amromin & 
Mizine는 부분 캐비테이션을 이용한 저항감소 기법의 근거를 설
명하며 근본적인 설계법을 제시하였다. Ceccio는 논문에서 1970 
년대부터 있어 왔던 마찰저항 감소를 위한 미세 기포, large 
bubbles, air layer 등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물리적인 작용 원리
와 실험을 통한 마찰저항 감소 효과 확인 및 검증, 그리고 관련 
기술 발전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논문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특히 Boris(2010)의 실험에 따르면 경계층 영역에서도 미세 
기포들이 일정 구간에 집중되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Fig. 1
과 Fig. 2를 보면 void fraction과 bubble concentration profile이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벽면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높은 값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micro-bubbles가 특정한 구간에 대부분 분포한다고 할 수 
있고 micro-bubbles와 유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난류의 특성이 
감소되는 중요한 구간이 된다. 이 구간은 Buffer Layer라 불린다. 
이러한 특성은 물-기포 등 2상 유동 해석의 수행 시 미세기포의 
초기 분포 위치를  Buffer layer 구간으로 정할 수 있는 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Fig. 1 Local void fraction, y+=y/l*0, D+=D/l*0, l*0 is the 
viscous lengthscale of the Newtonian boundary 

layer.[Boris, 2010]

3. 지배 방정식 및 수치 구현
식(1)은 와도 이송방정식을 나타내며, 식(2)는 개별 입자로 표

현되는 와도장을 나타낸다.

 

 ∙∇∇ (1)

  
 



 (2)

식(1)은 Navier-Stokes 방정식에 curl을 취하여 얻었으며, 식
(2)의 는 입자의 세기, 는 Gaussian smoothing 함수이다. 
보오텍스 방법에서는 위의 지배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와도장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속도-와도의 관계식에 의해서 입자의 이동 
속도가 결정된다. 즉, 유체장 내의 와도 입자의 위치와 세기를 
변화시키면서 유체장의 발달을 모사하는 방법이다. 와도로 인해 
유기되는 속도를 구할 때에는 유량함수와 와도의 Poisson 방정

그림 2 Bubble concentration profile, y+=y/l*0, l*0 is the 
viscous lengthscale of the Newtonian boundary 

layer.[Boris, 2010]

식을 FFT를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 식(3)은 물체 표면의 slip 속
도와 물체 표면에서 유체장으로 확산되는 와도의 양의 관계를 나
타낸다. Slip속도가 0이 되도록 물체 표면으로부터 확산되는 와
도를 구한다.



∆
∆
∆
× (3)

식(4)는 유체장 내의 와도 확산을 구하는 식으로 PSE(Particle 
Strength Exchange)방법을 사용한다.




 

 








    (4)

Stretching 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식(5)에 의해서 구해진 와도
와 속도 성분으로 직접 차분하여 구할 수 있다.

∙∇ ∇∙ (5)

기포 거동의 경우 주위 유동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포
가 이동되어 위치가 갱신되는 경우와, 기포 주위 압력의 변화에 
의해 기포의 체적이 변화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6)

식(6)은 Newton’s 2nd law를 기포의 항력, 부가 질량, 비정상 
힘(unsteady force)으로 나타낸 것이다.



∞∞


  






 (7)

식(7)은 Rayleigh-Plesset 방정식으로 기포의 성장과 붕괴 과
정에서 기포 반경을 결정해준다. 일정한 온도에서 반경의 변화를 
관성항, 점성항, 표면장력항, 압력항등으로 나타내었다.

Fig. 3 Algorithm of 3D VIC method

Fig. 3은 유동장을 계산하는 삼차원 VIC 방법을 도식화 한 것
이다. 초기 조건을 설정하고 slip 속도를 상쇄 시키는 물체 표면
에서 확산된 와도를 계산하고 와도 입자들간의 확산과 stretching 
영향으로 변경된 와도를 가지고 유체장의 속도를 구하게 된다.

4. 계산 결과
NACA0012단면을 대상으로 Re=1200인 조건에서 받음각 30°

으로 유동장을 계산하였고, 유동장에서 단일 기
포의 거동과 반경 변화를 계산하였다.
FIg. 4를 살펴보면 뒷날 하부에서 첫 번째 와동이 발생하였고, 

앞날 상부에서 두 번째 와동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진전됨에 따라 생성된 와동이 하류로 발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일 기포가 점성유동장 내에서 거동하는 양상을 계산하는데 
액체-기포 간 상호작용의 고려를 위하여 1차적으로 one-way 
coupling 방법, 2차적으로 two-way coupling 방법을 적용하였
다.

Fig. 4 Velocity contour at different time

Fig. 5 Pressure and radius of a single micro bubble at 
different time

Fig. 5는 계산 초기에 수중날개 상류에 놓인 기포가 시간에 따
라 주위 압력과 그 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파란색 선이 압력의 변화이며, 검은색 선이 기포 반경에 대한 결
과이다. 즉 기포가 수중날개의 앞날 근처를 지나면서 주위 압력
이 감소하고, 따라서 서서히 그 반경이 증가하다가 어느 임계 압
력 이하가 되면 급격히 성장, 소멸이 일어나며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Fig. 6은 코오드 방향 위치에 따른 기포 반경의 
변화를 보인 것인데 기포에 작용하는 압력은 결국 그림 12에서
와 유사하므로 거의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인다. 이 두 그림으로부
터 시간 t=0.635, cx=0.024일 때 임계 압력 이하로 떨어지면서 
캐비테이션 초생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Fig. 6 Radius of different chord
Fig. 6와 Fig. 7는 기포의 초기 반경에 따른 거동을 보인다. 4

색의 선은 각각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기포 초기 반경이 10, 
100, 500, 1000 micrometer 인 경우이다. 즉 기포의 반경이 클
수록 유선을 벗어나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Bubble trajectory of initial radius
Fig. 8은 서로 다른 크기의 기포에 작용하는 단위 질량당 힘을 

시간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최댓값이 클수록 큰 기포에 해당한
다. 즉 상대적으로 큰 기포가 더 많은 힘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리고 시간이 지나면 힘 진동 성분을 가지고 작용함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기포 반경의 fluctuation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

Fig. 9과 Fig. 10는 해당 힘을 여러 가지 성분으로 분해하여 
X, Y 방향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보인 것이다. 파란색 선이 항력, 
녹색 선이 비정상 힘, 그 외에는 부가질량 힘을 나타내는데, 상
대적으로 부가질량 힘이 매우 작음을 보인다. 그리고 항력과 비
정상 힘은 서로 대칭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Force per unit mass acting on a single bubble

Fig. 9 x-direction force acting on a single bubble

Fig. 10 y-direction force action on a single bubble
Fig. 11와 Fig. 12에서 two-way coupling을 통해 2상 유동해

석을 수행하고, 시간과 위치에 따른 기포 주위의 압력과 기포 반



경의 변화를 각각 보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계산된 one-way 
coupling 결과인 Fig. 8와 Fig. 9와 비교해볼 때 큰 차이점은 확
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포의 거동이 유체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일 기포에 대한 결과
이고, 기포의 개수가 많고 농도가 높아 기포 간 상호작용을 고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Fig.11 Pressure and radius of a single micro bubble
 at different time (2way- coupling)

그림 12 Radius of different chord (two-way coupling)

5. 결 론
미세 기포를 이용한 저항감소 기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기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앞
으로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점성유동해석-2상 유동해석 단계적으로 전산화 해석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간단한 2차원 물체(수중날개)에 대해 계산을 수
행하였다. 여러 가지 물리량에 대한 계산결과를 도시·분석함으로
써 수치해석 기법의 타당성과 수렴성을 논하였다.

향후에는, 현재 부분적, 단계적으로 구현된 점성유동해석, 2
상 유동해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3차원, 다중 기포 분포의 경

우 등으로 확장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로부터 얻
는 수치해석 결과는 실험 또는 타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를 통한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icro-bubbles가 마찰저항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한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작용 메커니즘의 분석을 통한 마찰저항 감소 현상 규명을 통해 
micro-bubbles의 효과적인 분사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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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정합장 역산기법을 이용한 프로펠러 초생캐비테이션 
위치추정 기법 연구

김동호, 이근화, 추영민, 박지수, 현아라, 성우제(서울대학교)

A study on the broadband matched field inversion technique of 
incipient cavitation localization

Dongho Kim, Keunhwa Lee, Youngmin Choo, Jisoo Park, Hyun Ara, Woojae Seong
요 약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은 생성기작에 따라 협대역 또는 광대역 주파수 특성을 갖는 소음을 발생시킨다. 그중 날개 끝 또
는 뿌리에서 발생하는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은 광대역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으로 알려
져 있어 군함 설계시 피탐 성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중음향학 분야에서 지음향 역산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광대역 정합장 역산기법을 주파수 영역에서 적용하여 초생
캐비테이션의 발생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초생 캐비테이션 소음원을 단극자 형태의 음원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음향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각 센서 배열 위치에서의 복제음장을 형성하였다. 광대역 정합장 역산 기법을 적용하여 계측음장과 복제음
장간의 유사도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소음원 위치를 예측하였다.

Keywords : Broadband Matched field inversion(광대역 정합장 역산), Cavitation Inception Speed(캐비테이션 초생 속도), Tip vortex 
cavitation(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Cavitation Source Localization(캐비테이션 음원 위치추적)

1. 서 론
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으로도 선박 설계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발생 원리에 따라 
공동, 비공동 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동소음
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형시험단계에서 부터 프로펠
러의 공동발생으로 인한 선체 변동압력 및 방사소음 예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프로펠러에서 일단 공동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이 발생하
기 이전에 비해 음압수준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함정
에 있어서 피탐률과 직결되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Cavitation inception speed, 
CIS)가 함정의 계약단계에서 프로펠러 요구조건으로 명시가 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CIS를 판정하는 방법은 크게 시각적인 방법과 음
향학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각적인 방법은 프로펠러 

상부 선체에 직접 관측창을 장착하여 관찰하는 방법과 다이버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직접 비디오 촬영을 통해 CIS를 관측하는 방
법이 있다. 다이버를 이용하여 관측하는 방법은 해당해역의 시계
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속도 조건하에서 관측하기 위해서 
다이버의 관측지점을 피시험선이 반복해서 통과해야 하는 제약
이 있다. 반면에, 관측창을 장착하여 관찰하는 방법은 직접 관측
창을 통해 다양한 운항조건하에서 실시간으로 프로펠러에서 발
생하는 캐비테이션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CIS
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적인 방법은 통상적으로 날개 3곳에서 
동시에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때를 CIS로 판단한다. 

음향학적인 방법으로는 선미 상부에 음향센서를 장착하여 직
접 공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계측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
적으로 음압수준이 급격히 증가하는 순간을 CIS로 판단한다. 일
반적으로 캐비테이션은 시각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 먼저 발생
하며, 이로 인해 통계 자료를 통해 시각적으로 발생하는 속력보
다 약 3 kts 이전의 속도를 일반적으로 CIS로 판정한다. 음향센
서를 이용하여 CIS를 판정하는 경우 보다 정확히 CIS를 판정할 
수 는 있지만 초기 발생하는 공동의 위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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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를 향상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최근 함정에는 관측창과 음향센서가 동시에 적용되
고 있다. 

도달시간 지연방법(TDOA)를 이용하여 음원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이 제시된 바 있지만, 잔향음이 지배적인 환경에서는 정확한 
도달시간 예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 정합장 역산기법이 음원의 위치추적에 제안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광대역 정합장 역산기법
(Broadband Matched-field Inversion Technique)을 적용한 초생 
캐비테이션 위치 추적 기법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선에서 
음향배열센서를 이용하여 초생캐비테이션 위치 추정방법으로 활
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ee, J.H(2010) 등은 프로펠러
의 날개통과  주파수(Blade Passage Frequency, BPF) 신호에 
정합장 역산기법을 적용하여 날개면에서 발생하는 얇은층 캐비
테이션(Sheet cavitation) 소음을 두 개의 단극자(monopole)로 
모델링하여 1차 ~ 3차 날개통과 주파수(Blade Passage 
Frequency, BPF)에서의 변동압력을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초생 캐비테이션은 주로 보오텍스(Vortex) 형태의 캐비
테이션이며, 광대역 신호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광대역 역산기법을 적용하여 초생캐비테이션의 위치를 추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광대역 정합장 역산기법은 광대역 신호를 이용하여 지음향 인
자 또는 수중에서의 소음원 위치 추정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
법으로 측정된 신호와 모의된 신호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상
관도가 가장 높은 모의신호를 찾는 기법이다. 선체에 장착된 압
력센서 배열에서 계측된 광대역 음향신호를 기초로 하여 소음원 
예측에 필요한 복합적인 모델 인자를 역산하는 방법으로, 계측음
장과 복제음장간의 상관성 평가를 통하여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
법을 적용하여 복잡한 역산 인자들에 대한 목적함수 값을 최소화 
시켜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된다. 이때 선체 표면에 설치된 센서에
서의 모의음장 계산은 전달함수로써 음향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BE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적함수는 
광대역 정합장역산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Averaged 
Bartlett processor를 적용하였으며, 여러개의 인자에 대한 목적
함수 최적화를 위해 복합 알고리즘 기법인 Adaptive simplex 
simulated annealing(ASSA) 기법이 적용되었다.

2. 음원 모델링 및 모의신호를 생성
2.1 초생 캐비테이션 신호 특성
초생 캐비테이션은 프로펠러의 특성 및 운항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위치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CIS 다이어
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오텍스(Vortex) 형
태의 캐비테이션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생 캐비테이션이라 함은 보오텍스 형태의 

캐비테이션 지칭하기로 한다.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은 날개면에서 발생하는 와류꼬임현상으

로 발생되며, BPF 성분의 음압만을 갖는 얇은 층 캐비테이션과
는 달리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음압신호를 갖는다. 보오텍스 캐
비테이션의 상세한 발생 기작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의 연구범위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언급은 생략토록 하였다. 초기에 
발생하는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에 의한 소음특성은 보오텍스로 
인해 발생하는 단일 공기방울의 거동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N.A. Chang 등(2012)은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서로 길이가 다른 
하이드로포일의 간섭작용을 이용해 보오텍스로 인한 단일 공기
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생성시켰으며,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공기방울의 거동과 이때 생성되는 소음신호를 상호연관지어 분
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방울에 의해 생성되는 신
호는 크게 Pop 형태의 신호와 Chirp 형태의 신호로 구분된다. 
Pop 형태의 신호는 공기방울이 급격히 성장하거나 붕괴될 때 발
생하는 소음으로 약 1 ~ 30 kHz의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나타나
고 있으며, Chirp 형태의 신호는 성장한 공기방울이 더 이상 성
장하지 못하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때 나타나는 신호로 1 ~ 6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나타나는 소음특성을 보인다. 이 둘의 신
호가 거의 유사한 비율로 관찰되며, 주파수별 음압수준은 그림 1
과 같다.

Fig. 1 Characteristics of the sound pressure levels due to
bubble dynamics (N.A. Chang, 2012)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계측된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의 주파수별 
음압특성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오텍스 캐비
테이션이 초기에 발생한 이후 점차 성장함에 따라 1 ~ 3 kHz 영
역에서의 음압수준이 향상하는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이 초기 발생시 공통적으로 
발생시키는 주파수 범위를 고려하여 0.5 ~ 2.5 kHz 영역에서 
chirp 형태의 모의 신호를 생성하여 광대역 역산에 적용하였다.

2.2 음원 모델링 및 모의신호 생성
캐비테이션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극자(monopole)로 모델링이 



가능하며, Lee, J.H(2010) 등은 정합장 역산기법을 이용해 얇은 
층 캐비테이션을 두 개의 단극자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단극자 모델을 이용하여 초기 발생
하는 보텍스 캐비테이션을 모델링하고자 하였다. 

광대역 정합장 역산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생성한 모의신호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신호의 형태는 초기 발생하는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신호 중 지배적인 chirp 형태의 신호를 이용했으며, 
주파수 대역은 0.5 ~ 2.5 kHz 의 광대역 신호를 갖는다. 신호의 
지속시간은 공기방울의 생성 후 붕괴될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하
여 5 ms로 하였다. 선형시불변시스템(Linear Time Invariant 
System)에서는 소음원에서부터 매질을 통해 음향센서까지 도달
하는 음향신호는 음원신호 s(t)와 매질의 임펄스응답 h(t)의 컨벌
루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때 잡음으로 인한 소음 n(t)는 
선형적인 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결국 최종 수신 신호 d(t)
는 식 (1)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                      (1)
여기서 소음 n(t)는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백색소음(Zero 

mean white gaussian noise)을 적용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 비
(Signal to Noise Ratio, SNR)는 0 dB, -7.5 dB 두 가지 경우를 
적용하였다. 생성된 모의 시계열 신호는 그림 2와 같다.

Fig. 2 Synthetic data of incipient cavitation : Case1 (Noise
free), Case2 (SNR : 0 dB), Case3 (SNR : -7.5 dB)

보텍스 캐비테이션의 위치는 총 3가지 위치를 가정하였으며, 
음향센서는 모형선 프로펠러 상부 선체에 그림 3과 같이 총 7개
를 가정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시계열 신호를 생성하였다. 일반적
으로 발생하는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의 위치는 프로펠러 상단의 
날개 끝 또는 허브이지만 음원의 거리에 따른 알고리즘의 민감도 
검증을 위해 프로펠러 하단 위치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실제 초
생 캐비테이션에서 발생한 소음은 단일 공기방울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기방울에서 발생된 소음이므로,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
해 해당 위치 근처에 100개의 공기방울을 랜덤하게 위치시켜 센
서위치에서의 시계열 신호를 생성하였다. 이때 공기 방울들간의 
상호 영향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Fig. 3 Geometries of meshed hull form and pressure 
sensor arrangement(b)

생성된 신호의 길이는 총 10 sec 이며, 프로펠러의 날개 개수
는 총 5개, 프로펠러의 회전방향 및 속도는 선미에서 관찰했을 
때 시계방향으로 25 rps로 가정하였다.

3. 광대역 정합장 역산 기법
광대역 역산기법은 관심 주파수들간에 상관관계 이용여부에 

따라 비상관법(inchoherent method)과 상관법(choherent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생캐비테이션의 경우 랜덤하게 
발생하는 공기방울에 의해 야기되는 소음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
에서 날개 회전시마다 발생하는 공기방울들로 인한 소음은 주파
수들간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상관 광대역 정
합장 처리법을 적용하였다. 

광대역 역산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각 채널에서 수신된 시계열
신호를 퓨리에 변환하여 계측신호 벡터 P = [P1, P2,…,Pm]를 생
성하였으며, 탐색범위 안에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복제음장 
벡터 R = [R1, R2,…,Rm]를 생성하였다. 이때 전달함수로써 음향 
경계요소법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복제음장 벡터와 계측
신호 벡터는 관심 주파수 범위 내에서 정규화된 상관관계를 이용
하여 반복적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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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 (2)는 수중 정합장 처리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비상관 광
대역 Barttlet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정의한 목적함수 값이다. 여
기서 Nf 와 Nr 는 신호처리에 사용된 관심 주파수의 개수와 사용
된 센서의 수를 의미한다. 는 번째 관심 주파수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1000, 1250, 1500, 1750, 2000 Hz의 총 5개의 
관심주파수를 이용하였다.  는 역산하고자 하는 인자의 벡터
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단극자로 정의된 소스모델의 위치와 
진폭 및 위상값을 역산인자로 갖고 있다.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번째 주파수에 대한 공분산행렬(Cross spectral density 
matrix, CSD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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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은 계측신호의 번째 snapshot 벡터를, 은 

snapshot의 수를 나타낸다. 이때 경계요소법을 이용해서 선체 
표면에 매립된 센서에서의 복제음장을 수치적으로 반복하여 구
하였다. 이때 계측된 신호와 복제음장간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식 
(2)로 표현되는 목적함수는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며, 목적함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
용된 최적화 기법은 복합 알고리즘 기법인 Adaptive simplex 
simulated annealing(ASSA) 기법을 사용하였다.  

4. 역산 결과

초생 캐비테이션을 여러 개의 공기방울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비상관 합(Incoherent summation)으로 모의한 신호를 이용하여  
역산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초생 캐비테이션이 날개 
상단에 위치한 경우 단일 주파수 역산결과와 광대역 주파수를 이
용한 역산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신호 대 잡음 비가 0 
dB에서 –7.2 dB로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
다. 그러나 보텍스 캐비테이션의 위치가 허브 그리고 날개 하단
에 위치한 경우 신호 대 잡음비가 감소할수록 단일 주파수의 역
산결과는 잡음의 영향에 따른 오정합(mismatch)으로 인해 실제 
위치와 오차가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나, 광대역 주
파수를 이용한 역산결과는 신호 대 잡음비가 감소하여도 실제 위
치와는 작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광대역 주파수 신호를 이용하여 역산을 수행하는 것이 잡음으
로 인한 오정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Inversion result of multi bubble at top, hub and 
bottom of propeller(left : front view, right : rear view)

일반적으로, 실제 모형시험 상황에서는 프로펠러가 상대적으
로 느린 유속구간이 형성된 선체 반류구역을 통과할 때 초생 캐
비테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 상황에서 초생 캐비테
이션의 위치 추적 분해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펠러 상부를 기
준으로 15° 간격으로 음원을 위치시켰으며, 신호 대 잡음비는 
-7.5 dB의 모의신호를 생성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제 
해상에서 CIS 판정에 사용되는 음향 센서의 수가 4~5개로 제약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림 3.(b)에서 3,4,5,6 네 개의 센서만 이
용하였으며, 역산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4에서 신호 대 잡
음비가 –7.2dB 이고 음원이 프로펠러의 최 상단점에 위치한 경
우와 그림 5에서 음원이 0°에 위치하였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센
서 수 감소에 따른 역산결과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센서가 7
개 적용된 경우 발견되지 않은 단일 주파수 영역에서 위치 추정 
오차가 센서가 4개가 적용된 경우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의 상단의 그림은 15° 간격으로 선정한 1 ~ 8번 위치
에서의 음원 위치와 광대역 신호를 이용하여 역산 수행 결과를 
중첩해서 프로펠러상에 도시하였으며, 광대역 신호를 이용하여 
역산한 결과, 1 ~ 8번 위치에서 발생한 초생 캐비테이션의 위치
가 서로 구분이 가능하면서 위치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6의 하단의 표는 해당 위치에서 단일 주파수를 이용
하여 역산한 결과와 광대역 주파수를 이용하여 역산한 결과를 중
첩해서 나타내었다. 초생 캐비테이션의 위치가 상부에 설치된 센
서배열에서 멀어질수록 단일주파수의 역산 결과는 큰 오차를 보
이고 있으나, 광대역 신호의 경우 오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Inversion result of multi bubble around the 
circumferential region of propeller

3.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중 음향분야에서 적용되는 광대역 정합장 

역산기법을 이용하여 초생 캐비테이션의 위치 추정기법을 개발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단일 공기방울에서 발생하는 음향특성을 
이용하여 프로펠러 초생 캐비테이션 발생시 모의 신호를 생성하
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대역 역산기법을 적용하여 위치추정을 
하였다. 위치 추정결과 단일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 잡음 및 센
서 수량 감소 따라 오정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광대역 주파수를 이용하여 역산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오정합
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중음향에서 적용되는 광대역 역산기법을 프로펠
러에서의 초생 캐비테이션 위치 추정에 적용 가능성을 학인하였
으며, 향후 모형시험을 통해, 실제 계측신호를 기반으로 초생캐
비테이션 소음원 모델링, 주파수 선정 방법 등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수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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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prevention of natural gas hydrate blockages in pipelines is of great importance due to the severe financial penalties as 
well as significant personnel and facility risk during removal, thus considerable effort is made to prevent their occurrence.
Design and operating guidelines for subsea system have been developed to ensure the control of hydrate, wax and other
solids. The paper focuses on the hydrate management of multiphase flow in pipeline-riser systems. To avoid and 
management of hydrate, we propose pressure depressurization, inhibitor injection, direct heating method for hydrate using 
OLGA simulation.  
 
 
Keywords: Flow assurance, hydrate, pipeline, riser, hydrate management, hydrate prevention, MEG, Methanol  
 

 
1. 서 론 

 
Hydrate는 저온 고압의 해저 환경에서 hydrocarbon 

분자를 화학적 결합이 아닌 주변의 water 분자에 의한 수소 
결합으로 둘러싸서 결정체가 된 것을 의미하며 Fig.1에서 그 
구조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hydrate가 pipeline 내부에 
발생되면 pipeline을 막아서 생산을 저하시키고 급격하게 
성장한 hydrate로 인한 pipeline 파손등의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육상광구와 달리 해저광구는 수온은 
낮고 압력이 높아서 이런 hydrate의 생성에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hydrate 형성 조건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hydrate 통제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방법론을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Fig 1 Hydrat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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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drate 생성 신호  
 
Pipeline에서 hydrate 생성을 알려주는 4가지 요소는 

pigging, 유량 및 composition 변화, pressure drop 증가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 등이 있다.  

 
a) Pig loop를 통해서 되돌아온 pig에 잔존해 있는 

hydrate의 particles을 통해서 hydrate 생성을 확인 
b) Topside separator에 도착한 생성물에서 water량이 

감소되면 flowline에서 생성된 것이고, hydrate는 
특별히 H2S를 natural gas로부터 일부 가져와서 
생성되므로 생산물의 H2S의 양을 감소시킨다. 

c) Wall에서 hydrate생성으로 인해 pipe의 직경이 
줄어들면 압력강하는 증가되고 flow rate은 감소된다. 

d) 초음파를 이용한 sand detection 장비를 이용하여 
hydrate의 생성 위치를 확인 

 
 

3. Hydrate blockage 위치 탐지 방법 
 
Hydrate plug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 따

라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hydrate 위치 탐지 방법을 조
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a) Hydrate를 형성되어서 pipeline을 막을 수 있는 상대적

인 온도와 압력을 simulation을 통해서 미리 예측 
b) 24시간 이내 혹은 pipeline의 압력이 크게 변동할 때까

지 downstream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것과 upstream에
서 압력이 감소하는 것을 모니터링 해서 upstream 압력 
감소되는 값과 downstream에서 압력이 증가되는 값의 
중간 포인트로 hydrate의 blockage를 위치를 예측 

c) Pipeline에 투입된 gas의 압력 변화율에 따라서 
platform에서 plug까지의 거리를 예측 

d) Pipeline이 완전히 막혔을 경우 inhibitor를 투입하여 투
입된 양을 통해서 hydrate의 위치를 추정 할 수 있음 

 
 

4. Hydrate 방지 및 제거 방법론 
 

생산 pipeline에서 hydrate plug 생성의 주된 이유는 hydrate
발생에 유리한 저온, 고압의 해저환경과 hydrocarbons이 낮고 
또한 pipeline에 water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
러 가지 조건에서 hydrate 방지 및 제거 방법은 아래와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a) Glycol 및 molecular sieves를 이용하여 water 제거를 통

한 hydrate 생성 방지 
b) Pipeline 단열을 통해서 내부 유체의 온도를 유지하여 

hydrate 생성을 방지 
c) Heating을 이용하여 hydrate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wall failure, blowout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음 
d) Hydrate 통제를 위한 감압 방법에는 isothermally, 

isenthalpic, isentropic로 3가지 방법이 있다. 
e) Thermodynamic inhibitors (Methanol, MEG)를 

processing line을 통해 주입하여 수소결합을 화학적으
로 파괴하여 hydrate를 통제 

f) Kinetic inhibitors (Poly-N-Vinyl Amides, 
Poly-NVinylpyrolidone)를 주입하여 hydrate 표면에 흡
착되어 water를 분리시켜서 결정체로 성장하는 것을 지
연하도록 한다. 

 

 

Fig 2 The diagrammatic representation of hydrate control 
 

 

Fig 3 Effect of thermodynamic inhibitors on hydrate formation 



 
 

5. Hydrate 통제 방법론 검증 
 
앞 절에서는 hydrate의 생성과 통제는 상변화를 일으키는 

온도, 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 요소와 단열 그리고 inhibitor가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hydrate 통제 방법을 
가상광구를 이용하여서 검증하도록 하겠다. 광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Fig 4 Field geometry information 

 
Reservoir는 수면에서 1760 m 깊이에 온도는 90 ℃, 압력은 

220 bara이며, flowline길이는 4400 m, diameter는 0.12m이고 
riser의 높이는 300 m, arrival condition은 27 ℃ 압력은 50 
bara이다. 

 
 

5.1 감압(depressurization) 및 Methanol을 이용한 hydrate 
통제 

감압 및 Methanol를 이용한 hydrate 통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Fig 5와 같이 wellhead와 topside에 valve를 두었고 
Methanol의 투입을 wellhead에 가능하도록 OLGA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우선 24시간 정상 운영을 한 뒤 그 이후 
60시간까지 wellhead와 topside valve를 shut-down하여 
hydrate 발생 조건을 만들었다.  

 
 

 
Fig 5 Harthun OLGA schematic 

 

 
Fig 6 Hydrate mitigation using depressurization & Methanol 

injection 
 
Fig 6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운영시작 이후 40 시간부터 

hydrate 형성 조건(DTHYD: Difference between hydrate and 
section temperature > 0)이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hydrate발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60시간까지 
shut-down을 하고 그 이후 topside valve를 open하여 감압을 
시도하였고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DTHYD 곡선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Methanol을 주입 시작한 72시간부터는 
DTHYD 곡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78시간 이후에 wellhead valve를 open하여서 정상적으로 
운용되면서 생산되는 유체가 flowline을 지나가면서 압력과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hydrate 발생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2 Heating을 통한 hydrate 통제 방법 

 
Hydrate 형성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열거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도를 유지하여 hydrate가 
발생할 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북해와 같은 극한 
지역 혹은 reservoir의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heating을 
이용하여 hydrate를 통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OLGA에서는 wall에서 power를 설정하여 직접 heating을 줄 수 
있는데 10 W/m, 25 W/m, 50 W/m 3가지에 대해서 hydrate의 
통제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7 Hydrate mitigation by heating_10 W/m 

 

 
Fig 8  Hydrate mitigation by heating_25 W/m 

 

 
Fig 9 Hydrate mitigation by heating_50 W/m 

 
5.1절의 시뮬레이션과 같이 24시간 동안 정상 운영을 

수행하고 24시간부터 60시간까지 shut-down하여 hydrate 생성 
조건을 만들고 이후 heating을 하여 hydrate가 통제되는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7, 8, 9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heating이 가해진 시점부터 유체의 온도는 상승하고 DTHYD 
곡선은 감소하여 hydrate가 통제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실제 Hydrate 통제를 위해서는 pipeline 내부에서 다상 

유체의 흐름, 열전달, 상평형 등이 서로 상호 연계되어서 
보다 많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valve 
open을 통한 감압법, inhibitor(Methanol) 투입, heating을 
통한 hydrate 통제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가상광구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실제 광구와 유사하게 속성이 다른 여러 
광구의 fluid composition을 바탕으로 multi-line으로 
구성되었을 때 hydrate의 통제 이론을 검증하고 흐름 견실성 
차원의 통합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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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ging 완화를 위한 lazy-S 라이저 형상의 매개변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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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metric study of lazy-S riser configurations  

for severe slugging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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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Cheol Ryu 
 

 

요 약 
 

유정으로부터 생산된 기름과 가스는 서로 섞여서 다상 유동의 형태로 해상플랫폼까지 해저파이프와 라이저를 통해서 전송된다. 
이 때 해저파이프와 라이저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흐름이 그대로 해상 플랫폼에 전달될 경우 물과 기름의 분리 효율을
떨어뜨리며, 생산 용량의 제한을 야기시키며 이는 해저생산공정 설계 시 큰 문제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슬러그의
예측은 생산량의 증가와 가능한 장비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설계 인자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해양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는 Lazy-S 타입의 라이저의 형상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른 슬러그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Keywords: Severe Slugging(심각한 슬러그), Lazy-S configuration riser(레이지 에스 타입 라이저)  
 

1. 서 론 
 
원격 해상 플랫폼과 해저 유정을 연결하는 다상 해저 

파이프라인과 라이저는 해상석유개발의 대표적인 장비 요소 
중 하나이다.  

유정으로부터 생산된 기름과 가스는 서로 섞여서 다상 
유동의 형태로 해상플랫폼까지 해저파이프와 라이저를 
통해서 전송된다. 이 때 해저파이프와 라이저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흐름은 해저생산공정 설계 시 큰 문제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관 내 생산물의 불안정한 흐름은 물과 
기름의 분리 효율을 떨어뜨리며, 생산 용량의 제한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슬러그의 예측은 생산량의 증가와 
가능한 장비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설계 
인자 중에 하나이다. 

슬러그는 크게 수력학적 슬러그와 지형 슬러그로 분류할 
수 있다. 수력학적 슬러그는 파이프라인의 수평 부분에서 
액체와 기체의 속도 차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슬러그는 
대부분 빠른 주기를 가지며 단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해상원유처리장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지형 슬러그는 많은 양의 액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시 해상처리장비의 정상 운영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즉 기액분리기로 들어오는 생산물의 압력 변화와 유량 

변화는 기액분리기의 분리효율을 감소시키거나 액체 범람이 
일어날 수 있으며, 후 단에 연결된 해상처리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이저는 연결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대표적인 종류로는 Simple Catenary Riser, Lazy-S, 
Lazy-wave 등이 있으며, 이중 피로하중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구조물이나 부이를 설치한 Lazy-S 타입이나 
Lazy-Wave 라이저가 최근 많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심한 굴곡을 가진 라이저 타입들은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고 액체가 라이저 중간에 누적되는 등 
지형 슬러그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zy-S 타입의 라이저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이에 따른 슬러그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지형 슬러그의 발생 원리 

 
슬러그는 크게 수력학적 슬러그와 지형 슬러그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 생산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는 큰 크기의 심각한 
슬러그는 주로 지형 슬러그에 의해서 발생한다. 큰 길이의 
지형  슬러그가 생기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Xu, Z. G., 
1997)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Description of severe slugging cycle 
 

- 유속이 낮은 경우 가스가 라이저의 높이만큼 
액체를 끌어 올려 주기에 부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저 밑 부분에 액체가 축적된다. 
(Fig. 1-A) 

- 축적된 액체가 증가하면서 가스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면 이로 인해 라이저 밑 부분의 
유입된 가스는 점차 압축된다. (Fig. 1-B)  

- 가스의 압축력이 축적된 액체 기둥의 정수압보다 
크게 되면 압축 가스는 축적된 액체 기둥을 위로 
밀어 올리며 슬러그를 발생시킨다. (Fig. 1-C) 

- 액체 슬러그가 발생함에 따라 액체 정수압의 
감소와 가스의 팽창으로 인해 그림 D와 같이 
가스와 액체 모두 빠른 속도로 라이저를 통과한다. 
(Fig. 1-D) 

- 슬러그가 지나면서 압력이 떨어져 다시 액체가 
라이저 밑 부분에 축적되며 위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된다. (Fig. 1-E) 
 

위와 같이 지형 슬러그로 인해 과다한 양의 서지 액체가 
발생하게 되면 부유체에 연결된 기액분리기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게 되어 원유처리공정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3. 대상 라이저의 선정 및 해석  
 

3.1 라이저 타입의 선정 
 

라이저는 연결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대표적인 종류로는 Fig 2. 와 같이 Simple Catenary 
Riser, Lazy-S, Lazy-wave 등이 있다. 

Simple Catenary 타입 라이저의 경우에는 주로 강관을 
사용하며 1,500m 이상의 심해에도 적용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유체의 운동으로 인한 하중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Lazy-S 라이저의 경우 피로수명의 증가를 위해서 
라이저의 중간에 Mid-water arch를 설치하여 부유체의 
운동이 Touch-down 부분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인다.  이 
Lazy-S 라이저의 경우 Simple catenary 보다 굴곡이 크기 
때문에 주로 flexible 재질의 라이저를 사용한다.  

Lazy-wave 라이저의 경우 Lazy-S 와 비슷하나 라이저 
중간에 Mid-water arch 대신에 여러 개의 부력재 배열을 
사용한다.  
 

 
Fig. 2 Riser configurations 
 
 본 논문에서는 Lazy-S 타입의 라이저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Simple Catenary의 라이저에 비해서 복잡한 형상으로 인해 
지형 슬러그가 생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Lazy-S 
타입을 검토하므로써 Lazy-wave 타입의 유동 경향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두 타입이 중간에 
파이프를 지지하는 기구적인 방식만 다를 뿐 내부 유동의 
관점에서는 거의 유사한 조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2 Lazy-S 타입 라이저의 형상 선정 

 
Fig.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zy-S 라이저의 mid-water 

arch가 설치된 곳을 arch bend, 부유체와 arch bend 사이를 
sag bend라고 한다. 부유체에서 라이저를 내릴 때 초기 
각도를 hang-off 각도라고 한다. hang-off 각도를 θ, Sag 
bend와 Arch bend의 높이 차를 δ, 라이저의 수평거리를 L, 
높이를 h로 표시하도록 한다. 표 1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조건들을 나타낸다.  
 

 
Fig. 3 Lazy-S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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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Items Values 
Riser  Inner Diameter 8 inch

Roughness 1 mm
Flowline  Inner Diameter 8 inch

Length  5,000 m
Roughness 0.03 mm

Hang-off angle (θ) 12°
Water depth (h) 1,650 m
Topside 1st stage 
separator  

Pressure 50 bar
Temperature 20°C

 
3.3 해석 소프트웨어 

 
본 연구에서는 다상유동의 해석을 위해서 OLG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OLGA는 다상 유동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일차원 Flow assurance 해석 소프트웨어로 다른 
다상 유동 해석 프로그램과 달리 천이응답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많은 필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 시판되는 장거리 다상 
유동 해석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ig. 4은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OLGA 구성도이다.  
입력 단은 constant mass source이며 출력 단은 constant 
pressure source로 두고, 이 사이를 흐르는 유체의 거동을 
관측하는 것이다. Fig. 5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OLGA 지형 
정보이다. 본 논문의 주 관심영역은 라이저 부분이지만 내부 
유동이 안정화되어서 라이저 입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라이저 앞쪽 부분에 5km의 수평 파이프라인은 두었다.  

 
Fig. 4 OLGA sc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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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LGA geometry 

 
3.4 대상 유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체는 가스, 기름, 물이 혼합된 삼상 

유체를 사용하였으며 본 유체의 속성은 Table 2 와 같다. 
 
Table 2 Fluid Properties 

Liquid density 0.7361 g/cm3

Gas density  0.0459 g/ cm3

Water cut 10 %
GOR 710.7 Sm3/Sm3

 
4. 해석 결과 

 
4.1 Lazy-S 형상의 arch bend 와 sag bend의 높이 

차에 의한 슬러그 영향 고찰 
 

본 절에서는 Lazy-S 타입 라이저의 Arch bend와 sag 
bend의 높이 차(δ)를 변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슬러그의 
변화를 관측하였다. 이 때 라이저의 수평길이는 1,300m로 
고정 시켰으며, 유량은 20 kg/s로 설정하였다. 이 상태에서 
Fig. 6과 같이 δ 를 각각 100m, 200m, 400m로 증가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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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azy-S configuration according to δ 
variations



 
(a) Surge volume at δ = 100 m 

 
(b) Slug Length at δ = 100 m 

 
(a) Slug duration at δ = 100 m 

Fig. 7 Slug simulation results at δ = 100 m 

 
(a) Surge volume at δ = 200 m 

 
(b) Slug Length at δ = 200 m 

 
(c) Slug duration at δ = 200 m 

Fig. 8 Slug simulation results at δ = 200 m 

 
(a) Surge volume at δ = 400 m 

 
(b) Slug Length at δ = 400 m 



 
(c) Slug duration at δ = 400 m 

Fig. 9 Slug simulation results at δ = 400 m 
 

Table 3 Effects of height difference between sag 
bend and arch bend 

δ 
Variations 

(m) 

Mean Slug 
Duration 
(sec) 

Max. Slug 
Length 

(m) 

Max. Surge 
Volume 
(bbl) 

100 m 301.79  1,333.46  77.37 
200 m 275.73  1,338.34  95.29 
400 m 292.53  1,568.88  120.90 

 
Fig. 7, Fig. 8, Fig 9는 δ가 각각 100m, 200m, 400m 일 때 

슬러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며 Table 3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2에서 최대 슬러그 길이와 최대 액체 
서지의 경우는 시뮬레이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슬러그의 주기는 산정시 단주기의 슬러그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가정 하에서 150 초 이상의 주기를 가진 슬러그 
만을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arch bend와 sag 
bend의 높이 차가 100m 일 때는 77.37 bbl 이지만 높이 
차가 400m로 커지면 120.90 bbl로 증가한다. 이는 arch 
bend와 sag bend의 높이 차가 커질수록 이 사이에 누적되는 
액체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이 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유동의 안정성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또한 높이 
차를 줄일 경우 총 라이저의 길이가 줄어 들기 때문에 공사 
비용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높이 차를 줄일 경우 
원래 lazy-S 형상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인 부유체 거동으로 
인한 전달 하중의 분리가 힘들어 피로수명이 단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구조 해석이 필요하다.  
 

4.2 Lazy-S 형상의 수평 거리 변화에 의한 슬러그 
영향 고찰 

 
본 절에서는 Lazy-S 라이저의 수평거리를 변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슬러그의 변화를 관측하였다. 이 때 arch bend와 

sag bend의 높이는 200m로 고정 시켰으며, 유량은 20 
kg/s로 설정하였다. 라이저의 수평 길이는 Fig. 10과 같이 
기본 길이인 1,300m의 50%, 100%, 150%로 변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슬러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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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azy-S configuration according to horizontal length 
variations 
 

 
(a) Surge volume at L = 50% 

 
(b) Slug Length at L = 50% 



 
(c) Slug duration at L = 50% 

Fig. 11 Surge volume at 50% hor. distance ratio 

 
(a) Surge volume at L = 100% 

 
(b) Slug Length at L = 100% 

 
(c) Slug duration at L = 100% 

Fig. 12 Slug simulation results at 100% hor. distance ratio 

 
(a) Surge volume at L = 150% 

 
(b) Slug Length at L = 150% 

 
(c) Slug duration at L = 150% 

Fig. 13 Surge volume at 150% hor. distance ratio 
 
Table 4 Effects hor. distance ratio 

Riser hor. 
distance ratio 

(%) 

Mean Slug 
Duration 
(sec) 

Max. Slug 
Length 

(m) 

Max. Surge 
Volume 
(bbl) 

50% 185.77  1,315.35  74.42 
100% 275.73 1,338.34  95.29 
150% 310.48  1,535.34  102.90 

 
Fig. 11, Fig. 12, Fig 13는 δ가 각각 100m, 200m, 400m 일 

때 슬러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며 Table 4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위 절과 같이 Table 3에서 최대 슬러그 
길이와 최대 액체 서지의 경우는 시뮬레이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슬러그의 주기는 산정시 단주기의 슬러그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가정 하에서 150 초 이상의 주기를 가진 
슬러그 만을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이저의 수평길이가  
650 m(50% 케이스) 일 때는 서지 부피는 74.42 bbl 이지만 
수평 길이가 1,950m (150% 케이스)로 증가하면 서지부피는 
102.90 bbl으로 약 38% 증가한다. 이는 라이저의 수평 
길이가 증가할수록 sag bend의 영역이 커져서 더욱 많은 
액체가 라이저에 고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이저의 
수평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유동의 안정석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며 또한 필요한 유연한 라이저의 길이가 줄어 들기 
때문에 공사 비용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lazy-S 
형상의 수평 거리를 줄일 경우 sag-bend나 arch-bend에 
과도한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구조 해석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해양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는 

Lazy-S 타입의 형상에 따른 슬러그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OLGA 를 이용한 다상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arch bend와 sag bend의 높이 차가 커질수록 
라이저의 수평 거리가 길어질수록 슬러그로 인한 서지 
부피는 커진다. 이는 라이저의 수평 길이가 증가할수록 또 
arch bend와 sag bend의 높이 차가 커질수록 더욱 많은 
액체가 라이저에 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지부피를 
줄이여서 유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rch bend와 
sag bend의 높이 차와 라이저의 수평 거리를 줄이는 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원래 lazy-S 타입 라이저의 설계 
목적인 부유체 거동으로 인한 전달 하중의 분리가 힘들어 
피로수명이 단축될 여지가 있고 과도한 굽힘으로 인한 하중 
증가가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구조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광구 운영 시 운영 압력 감소로 인한 
유속에 변화에 따른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Lazy-S 타입 형상의 최적 선정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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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파 중 이차원 사각형 물체의 횡동요 특성 
김효주, 정재환, 윤현식†, 전호환 (부산대학교) 

 
Characteristics of free-rolling motion of two-dimensional 

rectangular body in the regular wave 
Hyo-Ju Kim, Jae-Hwan Jung, Hyun-Sik Yoon†, Ho-Hwan Chun  

 
 

요 약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rolling motion of rectangular body for regular waves with a range of wave 
periods that are equal to and longer than its natural roll period. Using the volume of fluid (VOF) method based on the finite 
volume method with standard k ε−  turbulence model, 2D incompressible viscous two-phase flow is simulated in a wave 
tank with the rectangular body. The wave periods can divide into two regions according to similarity of pattern in roll motion. 
By the wave in the first region, including the wave period that is equal to natural roll period of rectangular body, the 
rectangular body oscillates once for each wave period. For the second region, it oscillates twice for each wave period. In 
each region, roll angle of rectangular body decrease as wave period increase. 
 
Keywords: Regular wave (규칙파), Roll motion (횡동요 운동), Wave period (파도 주기) 
 

1. 서 론 
 

심해 자원에 대한 수요 FPSO, FSRU, FSO 등과 같은 고
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건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통 
한 곳에 고정되어 장기간 시추, 탐사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
는 유전 개발 관련 특수선들은 투입해역까지 이동 후에는 속
도 성능이나 조종성능 보다는 주로 운동 성능이 주요 설계인
자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운동성능, 
안정성의 예측과 평가를 위해 수치 해석을 통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특히 물체의 6자유도 운동 중 선박의 안
정성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횡동요 운동은 적재된 화물이 무
너지거나 최악의 경우에 선박이 전복되기도 하는 심각한 손
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횡동요 운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
를 제어하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Yeung 
and Liao(1999)는 점성을 고려한 비선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하여 횡동요 운동 특성을 예측 할 수 있
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Roddier et al. (2000)은 파도를 고려
한 구조물의 횡동요 운동을  실험 및 이론적으로 연구하였
다.  

Jung (2004)는 사각형 바지선의 횡동요 고유주기와 

가까운 여러 주기의 규칙파에 대하여 횡동요 운동만을 
허락한 1자유도 운동 실험을 수행하여 PIV를 통해 바지선 
주위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그 결과로 바지선의 횡동요 
고유주기와 동일한 주기를 가지는 규칙파에 의한 횡동요 
운동에서는 점성에 의한 와류 감쇠 효과를 관찰하였고 
바지선의 횡동요 고유주기보다 긴 주기를 가지는 규칙파에 
의한 횡동요 운동에서는 와류 가진 효과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ung (2004)와 동일한 조건의 사각형 
물체에 대하여 물체의 횡동요 고유주기와 같은 주기를 
가지는 규칙파 및 물체의 횡동요 고유주기보다 긴 주기를 
가지는 규칙파에 대하여 파도 주기에 따른 물체의 횡동요 
운동 특성을 관찰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및 검증 

 
2.1 지배 방정식 및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 중 사각 물체의 횡동요 운동을 수치
해석 하기 위해서 유한 체적법에 근거한 범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지배방정식은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차원 비정상 비압축성 유체의 질량 및 운동량 보존식으로
써 연속(continuity) 방정식은 식(1)과 같으며, 난류유동을 해
석하기 위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을 레이놀즈 평균한 방
정식인 RANS 방정식은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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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 는 유체의 밀도, t 는 시간, ui 는 유속, p 는 압
력, µ 는 유체 점성계수, gi 는 중력 가속도, Fi 는 외력항
이다. 식 (2)의 u ui j′ ′ 는 레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 항
으로 본 연구에서는 standard k ε−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해
석하였다.  

2차원 수조에 부분적으로 차있는 유체는 서로 다른 상을 
가지는 이상유체(two-phase)로 고려하였으며 유체의 계면
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VOF 기법을 이용하였다. 압력 보정은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대류항(convection term)은 QUICK(quadratic 
upstream interpolation for convective kinematics)을 사용하
였다. 수렴 판정은 연속방정식 및 운동량방정식의 잔류오차
(residual)값이 510− 이하가 되면 수렴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된 수치해석 방법들의 보다 자세한 내용
은 FLUENT User Guide 를 참고할 수 있다. 
 

2.2 해석모델 및 격자계 구성 
 
본 연구에서 고려된 사각 물체는 길이(L) 0.3m, 높이(H) 

0.1m, 폭(B) 0.9m로 수치 해석 방법의 검증을 위해 
Jung(2004)와 동일한 조건을 주었으며 정수중에서 자유감쇠
시험(free decay test)를 통하여 얻은 이 사각 물체의 횡동요 
고유 진동수( Nω )는 6.78rad/s이고 횡동요 고유 주기( NT )
는 0.93s이다. 2차원 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치 
계산에는 사각 물체의 길이와 높이만 고려되었다. 사각 물체
는 2차원 수조의 폭 방향으로 고정되어 횡파(beam sea) 조
건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사각 물체의 무게 중심을 정
수면과 일치하게 하였으며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횡동요 운
동만을 허락하였다. 조파기로부터 20m 되는 지점에 사각 물
체를 설치하였으며 사각 물체의 흘수는 0.05m이고 수심은 
0.9m이다. 또한 수조 끝에서 생성되는 반사파를 최대한 줄 
이기 위해서 수조 끝으로 갈수록 격자 수를 감소시켜 인위적 

 
Fig. 1 Geometry of numerical wave tank and rectangular 
body 
 

 
Fig. 2 Grid system 
 
인 감쇄 효과를 주었으며 수조 끝에 소파영역을 주어 반사파
에 의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에 2차원 
수조와 사각 물체를 나타내었으며 격자계 구성은 Fig. 2와 
같다. 
 

2.3 입사파 조건 
 

사각 물체의 횡동요 고유 주기 이상의 주기를 가지는 다양
한 규칙파에 대한 사각 물체의 횡동요 특성을 알아 보기 위
해 Table. 1과 같은 조건의 입사파가 고려되었다. 각 입사파
에 대한 횡동요 운동에 대하여 파도 주기에 따른 특성 비교
의 편의를 위해 파고(wave height)는 모든 파에서 0.04 m로 
동일하게 하고 각 입사파의 주기 ( wT )를 사각 물체의 횡동
요 고유주기( NT )로 나누어 식 (3)과 같이 무차원 값 rT 을 
정의하였다.  

w
r

N

T
T

T
=                                                (3)

정의에 따라 rT 은 고려하고자 하는 입사파가 사각 물체의 
횡동요 고유주기의 몇 배에 해당 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Table 1. Wave condition 
rT  wT (s) λ (m) ω (rad/s) kA  H (m)

1.0 0.930 1.35 6.75 0.0930  
 
 
 

0.04 
 
 

1.1 1.023 1.64 6.14 0.0768 
1.2 1.166 1.46 5.63 0.0646 
1.3 1.209 2.28 5.19 0.0550 
1.4 1.302 2.65 4.82 0.0474 
1.5 1.395 3.04 4.50 0.0413 
1.6 1.488 3.46 4.22 0.0363 
1.7 1.581 3.91 3.97 0.0322 
1.8 1.674 4.38 3.75 0.0287 
2.0 1.860 5.40 3.38 0.0232 
2.2 2.046 6.54 3.07 0.0192 
2.5 2.325 8.44 2.70 0.0149 

 
파를 생성하기 위해 수평 주기 운동하는 피스 톤 타입의 

조파기를 설치하였으며 이 때 피스 톤의 병진왕복운동은 식
(4)로 정의된다.  

sin( )S A tω=                                            (4) 
여기서 A 와 ω 는 각각 조파기의 진폭과 가진 주파수를 
나타낸다. 움직이는 조파기를 구현 하는 데는 병진 운동에 
적합한 layering mesh 기 법을 사용하였다. 피스톤형 
조파기의 움직임에 따른 파 생성에 대한 상세한 방법은 
Dean and Dalrymple(1984)을 참고할 수 있다. 
 

2.4 사각 물체의 운동 표현 
 
강체의 6자유도 운동은 전후 동요, 좌우 동요, 상하 동요

를 구현하는 선형운동량 방정식과 횡동요, 종동요, 선수 동
요를 구현하는 각운동량 방정식으로 식 (5)과 (6)으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dVF m
dt

=                                              (5) 
( )0

dL I
dt

ω=                                            (6) 
여기서 F 와 L 은 각각 사각 물체의 중력작용 중심점 

CG(center of gravity)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의미하며, 
V 와 ω 는 각각 사각 물체의 속도와 각속도이다. m 은 
물체의 질량이며 0I 는 중력작용 중심점에서의 관성모멘트 
이다. 횡동요 운동만을 허락한 1자유도 운동을 고려하였으며 
사각 물체의 위치변화에 따른 격자생성 기법은 sliding 

mesh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바지모형의 운동방향이 
횡동요 운동만 있기 때문에 remeshing 기법과 같이 매 
계산스텝 마다 격자를 재생성할 필요가 없으며 정렬격자를 
구성하여 정도 높은 해석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Fig. 2에 나타낸 것처럼 수조를 구성하는 고정된 격자계 
(stationary zone)와 독립적으로 바지모형을 감싸는 원형 
격자계(moving zone)를 구성하고 두 격자계 사이를 
interface로 처리하여 매 계산스텝 마다 선형 보간을 통해 
유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범용코드인 FLUENT에서 지원하는 
유동과 구조물 연성의 일반적인 해석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FLUENT User Guide 및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파랑을 고려하지 않은 유동과 선박의 연성해석에 
FLUENT를 활용한 배준환 등(2009)을 참조할 수 있다.  

 
2.5 수치해석 방법 검증 

 
본 연구에서 유동 해석에 사용된 수치 해석 기법의 

검증을 위해 파도 주기 T 0.93 s= 인 파에 대하여 Jung 
(2004)와 동일한 조건에서 사각 물체의 횡동요 운동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수치 해석을 통해 얻은 
T 0.93 s= 인 입사파에 의한 사각 물체의 횡요각( φ ) 
변화를 Fig. 3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본 수치 해석 기법이 
실제 실험값과 잘 맞으며 사각 물체의 횡동요를 잘 
모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Wave elevation (η ) and roll angle (φ ) profiles at 
T 0.93 s=  
 

3. 해석 결과 
 

Table. 1과 같이 고려된 규칙파에 대한 사각 물체의 횡동
요 특성은 대체적으로 rT  값의 증가에 따른 변화를 보였다. 



특히 1.7rT = 에서 사각 물체의 횡동요 운동은 전반적으로 
1 1.6rT≤ ≤ 에서의 rT 에 따른 특성 변화를 유사하게 따르
면서도 반시계방향 운동 중에 정체점을 가지는 특성을 보였
으며 이는 1.8 2.5rT≤ ≤ 에서 보이는 특성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도 주기를 횡
동요 운동 패턴의 유사성에 따라 크게 1 1.7rT≤ ≤ 과 
1.8 2.5rT≤ ≤ 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입사파에 대하여 파도 주기는 사각 물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각 물체 위치의 자유 수면 높이가 가장 높을 때 즉, 마루
(crest) 일 때를 주기의 시작으로 하였다.  

 
3.1 한 주기 동안 한 번 진동 하는 파 주기 영역 

(1 1.7rT≤ ≤ ) 
 

사각 물체의 횡동요 고유 주기와 같은 주기를 갖는 파
( 1rT = )를 포함한 1 1.7rT≤ ≤  영역에 속하는 파에 대한 
사각 물체의 횡동요 운동은 각 한 주기 동안 시계방향과 반
시계방향을 같은 폭으로 한 번 왕복 운동 하는 동일한 패턴
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1,  1.3,  1.7rT = 에 대하여 정규화 
된 한 파도 주기 동안의 횡요각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횡요각(φ )은 잔잔한 수면에서 사각물체가 수평 상태일 때
(0 )를 기준으로 하여 반시계방향 회전각을 +, 시계방향 회
전각을 –로 나타내었다. 파고(η ) 역시 마찬가지로 잔잔한 
수면에서 자유 표면을 0cm로 하여 높이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 rT  값에 따라 회전하는 최대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1,  1.3,  1.7rT = 에서 모두 한 주기 동안 한 번 왕복하는 유
사한 패턴으로 횡동요 운동하며 1 1.7rT≤ ≤  영역에 속하는 
나머지 파에서도 그 경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7rT = 에서는 phase a 부근에서 변곡점을 볼 수 
있다. 

 

 
Fig. 6 Variation of roll motion for 1 1.7rT≤ ≤  during one 
period normalized by each wave period  

3.2 한 주기 동안 두 번 진동 하는 파 주기 영역
(1.8 2.5rT≤ ≤ ) 

 
 1.8rT = 이상의 파에 의한 사각 물체의 횡동요 운동은 한 
주기 동안 폭이 서로 다른 두 번의 진동의 패턴을 보인다. 
Fig. 11은 1.8,  2,  2.5rT = 에서 정규화 된 한 주기 동안 횡
요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8rT =  이상의 입사파에 대하여 사각 물체는 각 입사파 
주기에 못 미치는 시간 동한 한 번 진동한 후에 나머지 시간 
동안 그 보다 작은 폭으로 한 번 더 진동한다.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의 운동 폭이 같았던 1 1.7Tr≤ ≤  영역과는 
달리 이 영역에서 사각 물체의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의 운동이 대칭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요각이 0  이하
가 되는 운동이 작아진 다. 그러나 최대 운동 폭은 
1 1.7Tr≤ ≤  영역과 마찬가지로 영역 내에서 rT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Fig. 11 Variation of roll motion for 1.8 2.5rT≤ ≤  during 
one period normalized by each wave period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각 물체의 횡동요 고유주기와 같거나 긴 
주기를 갖는 규칙파에 의한 물체의 횡동요 운동 특성을 
관찰하였다. 사각 물체는 횡동요 고유주기와 같은 주기를 
가지는 파를 포함한 1 1.7rT≤ ≤ 의 영역에서는 각 입사파의 
한 주기당 한 번 진동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1.8 2.5rT≤ ≤  
의 영역에서는 각 입사파의 한 주기당 두 번 진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정체점을 갖는 1.7rT = 에서는 두 



영역의 과도기적 특성을 보였다. 각 영역 내에서 사각 
물체의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 운동의 최대 폭은 입사파의 
주기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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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유기 회전 수류 유수실에 의한 
2차원 파 변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안재열(충남대학교), 최정규(충남대학교), 김형태(충남대학교)

Experimental Study on Modification of Two-Dimensional Water 
Waves by Wave-Induced Swirl Water Chamber 

for Wave Energy Conversion
Jae-Yeol Ahn, Jung-Kyu Choi, Hyoung-Tae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파력발전을 위한 파 유기 회전 수류 유수실에 관한 실험 연구의 첫 단계로서 이차원 조파수조에서의 파 특성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수실에 의해 변화하는 유수실 전후 파 특성을 계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2점법에 의한 입
사파 및 반사파 계측을 위해 2개의 용량식 파고계를 사용하였으며, 파고계 사이 간격과 수직방향 상대 위치에 따른 신호 간섭 효
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교정을 수행하여 파 특성계측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차원 조파수조의 길이방향 파고 변화 및 반사파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위한 유수실 위치를 결정하였다. 세 가지의 파고 및 파주기에 대해 유수실 입구 크기
를 변화 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유수실에 의한 반사파는 파고와 유수실 입구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유수실을 통과
하는 전달파는 파주기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Wave power generation(파력발전), Wave-induced swirl water chamber(파유기 회전수류 유수실), Wave channel(조파수조), 
Reflection wave(반사파), Transmission wave(전달파)

1. 서 론
해양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파도 에너지는 바다라면 어디서나 

흔히 나타나므로 바다가 인접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적용 가능한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도 약 3 
KW/m의 부존 파에너지(Wave energy)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ong et al., 2004).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고 파고가 높은 
곳에서 파 에너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연근해에서의 파
력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의 육상 이동이 용이하
고 소규모 발전 및 방파제 기능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파력 발전은 가동물체형, 월
파수류형, 진동수주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실
용화가 가능해지면서 활발한 이용 및 연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
다. 그 중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은 우리나라 연안에 적용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해 지고 있다(Koo et al., 2012; Kim et al., 2012; Koo et al., 
201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파수조에서의 파력발전에 관한 실
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Hyun et al., 1991; Kim et al., 2006; Cho and Kim, 
2008; Koo et al., 2012; Kim et al., 2012). 

최근 Nakamura et al.(2005)에 의해 제안된 해수교환식 반사
파 저감공법 시스템의 유수실 내부에서 회전수류(Swirl flow)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파력발전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회전수류형 파력발전(Wave power 
generator using wave-induced swirl)이라 하며, 진동수주형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수의 회전유동에 의해 직접 터빈을 구
동하므로 에너지 변환 단계가 줄어든 더 직접적인 발전방식이어
서 진동수주형 발전보다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방파제 적용 시에는 해수가 유입되는 유수실과 바다 바
닥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파제 내외부의 해수흐름이 
발생하게 되어 방파제 내부의 해수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h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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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07)은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기법의 수치
해석을 이용하여 파주기에 따른 유수실 내부 회전유동 특성을 분
석하여 파력발전이 충분히 가능함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
내 연안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이에 주목하여 파와 유수실 
간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한 경우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파 유기 회전 수류 유수실 내부 회전유동을 이
용한 파력발전에 대한 실험 연구의 첫 단계로서 이차원 조파수조
에서의 파 특성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수실로 인해 변화하
는 유수실 전후 파 특성을 계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2개의 용량식 파고계를 이용한 입사파 및 반사파의 분리를 
위해 상호간섭을 고려한 교정을 수행하고, 유수실에 의한 파 변
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실험 시스템 구축
2.1 파고 계측장치

파고의 계측을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정전 용량의 차이를 이
용하여 수면의 변화를 계측하는 용량식 파고계(WHG-50)를 사용
하였고, 파고계의 신호를 엠프(WHM-1)를 통해 증폭시켜 데이터 
수집 장치로 전송하였다. 파고계는 입사파 및 반사파의 계측을 
위해 2개 그리고 모형 뒤편의 전달파 계측을 위해 1개를 사용 했
으며, 파고계의 모습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데이터 수집 장치는 
HBM사의 MGCPlus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는 
EasyCatman을 사용하였다.

Fig. 1 Wave gage 
  

파고계의 교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하
나의 파고계를 대상으로 수면위치에 따른 출력 신호를 계측하여 
교정계수를 구하는 전통적 방법의 교정을 수행하였고, 두 번째로 
두 개의 파고계 사이 간격에 의한 간섭도, 세 번째로 수직방향으
로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간섭도를 확인하였다. 용량식 파고계의 
특성상 파고계 사이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게 되면 간
섭에 의한 계측 오차가 발생하며, 특히 유수실에 의한 파 변화 
조사를 위해서는 입사파 및 반사파 계측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
서는 2개의 파고계를 이용한 방법(Goda and Suzuki, 1976)을 
사용했기 때문에 파고계의 상호간섭 영향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
가 있다. 

각 파고계의 교정은 정수면에서 0.2m 잠긴 상태를 기준으로 
파고계의 상하방향 위치를 변화시켜 가며 신호를 계측하는 방법

으로 수행하였으며, 100Hz의 샘플링으로 30초 계측 평균값을 이
용하였다. 기준위치로부터 상하 3mm 사이에서는 위치 변화를 
1mm로 하여 보다 정밀하게 교정을 수행하였다. 각 파고계 단독 
계측 결과로부터 수면 높이에 따른 신호의 기울기가 선형적이며, 
비선형성(non- linearity) ±0.1%이내, 이력성(hysteresis) ±0.1%
이내로 파고계측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The results of single calibration for wave gages

두 번째로 두 개의 파고계를 이용하여 거리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 방법은 첫 번째 파고계의 위치와 수심
을 고정시키고, 두 번째 파고계의 위치를 첫 번째 파고계로부터 
멀어지면서 교정을 수행하는 것이며 계략적인 모습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를 교정상수에 대해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단독 교정실험 수행결과는 간격 0으로 표시하였다. 단
독 교정결과와의 차이가 Wave gage-1는 약 0.5%로 나타나고, 
Wave gage-2는 약 0.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파고계의 선형
성 오차범위(±0.5%)이므로 파고계 사이 간격에 의한 간섭은 무
시할 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3 Sketch of mutual influence calibration

Fig. 4 Mutual influence calibration factor according to distance



세 번째로 두 개의 파고계에 수위차를 두어 수직방향으로 상
대적 위치 차이에 따른 간섭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고계 사이 간격이 0.5m이고, 두 번째 
파고계를 0.16m, 0.20m, 0.24m 잠기도록 하여 각 잠긴 위치에
서 첫 번째 파고계의 교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기준 파고계와의 수위 차가 변화해도 대상 파고
계의 교정상수 값의 오차는 약 0.3% 이내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위 차에 따른 간섭의 영향은 무시하였다.

Fig 5. Mutual influence calibration according to relative height

한편 파고계 사이의 간격이나 상대적인 수심 차이에 의해 계
측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간섭은 없으나 용량식 파고계의 특성
상 일정 시간마다 들어오는 간섭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DC 전원을 사용하는 다수의 파고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Chen, 1994), 본 파고계의 이상신호의 
범위는 –0.02 ~ 0.04V (-1 ~ 2mm)으로서 큰 계측 오차범위
(10%~ 20%)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DC 간섭이 발생하는 구간을 
회피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DC 간
섭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하는 시간이 파고계에 전원을 공급한 시
점으로부터 약 400초 동안 지속되고, 이 후 약 165초 동안 안정
된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계측 시간을 결
정하였다. 또한 DC 간섭의 빈도수는 파고계 접지선이 길어질수
록 증가하였는데, 약 150초 이상의 계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접지선의 길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Fig 6. Noise signal

2.2 조파수조 특성파악

본 연구에 사용된 조파수조의 기본제원은 길이 12m, 폭 
0.4m, 높이 0.345m이다. 플랩형식의 조파기를 이용하여 2차원 
규칙파를 생성하며, 조파기로부터 11.5m위치에 직경 약 1mm의 
플라스틱 와이어 다발 형식의 소파기를 설치하여 소파한다. 플랩
형 조파기는 편심된 원형 판의 스트로크(Stroke) 크기에 따라 조
화함수의 형태로 구동하여 원하는 파고를 생성할 수 있으며(Fig. 
7), 스트로크와 파고의 관계는 Dean and Dalrymple(1991)과 
Hughes(1993)에 의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7 Sketch of a flap type wave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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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h  sinh  
 cosh    (1)

식 (1)에서 는 파고, 는 조파기의 스트로크, 는 파수, 
는 수심, 은 힌지에서 수조 바닥까지의 높이이다.  ≤ 인 경우
는 플랩형 조파기의 파고와 스트로크의 관계를 나타내며, →∞
인 경우는 피스톤형 조파기의 파고와 스트로크의 관계를 나타낸
다.

조파수조 내에서 모형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주기 1.141sec, 
파고 0.03m의 대상파를 3m~8m 구간에서 0.2m 간격으로 파고
를 계측하였다. 실험 수행 시 파고계를 이용한 계측과 동시에 측
면에서 동영상 촬영을 활용하여 파고계측 오차를 확인하고자 했
다(Fig. 8). Fig. 9에 조파수조 각 위치에서의 파고 계측 결과를 
나타내었다. 길이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파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조파수조의 반사파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폭이 
작아서 횡단면 형상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8 Measuring wave height using side photo
  



Fig. 9 Wave height check for finding SWC position

다음으로 반사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파수조에서 소파
기를 제거함으로써 비교적 실험 자료가 많은 직립벽 조건을 구현
하여 반사파를 계측하였다.

반사파는 두 개의 파고계를 사용하는 2점법(2 point method)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일정간격 이상 떨어진 위치의 2
개의 파고계를 통해 파고를 측정한 후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하
여 반사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Fig. 10).

Fig. 10 Experimental setup for wave reflection effects

특정 주파수에 대하여 입사파와 반사파의 파형은 식 (2)과 같
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2점에서 계측한 파의 합성 파
형( , )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2)
   cos

     cossin (3)
     cossin

식 (3)의 계수 A₁, B₁, A₂, B₂ 는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이
용하면 식 (4)과 같다. 입사파의 진폭()과 반사파의 진폭()은 
식 (5)를 이용해 구할 수 있으며, 반사계수는 식 (6)을 이용하여 
구해진다.  또한 입사파의 진폭을 이용하여 유수실 뒤편으로 전
달되는 전달파에 대한 전달계수는 식 (7)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
다.(Goda and Suzuki, 1976; God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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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기 1.141sec, 파고 0.03m의 파를 대상으로 소파기를 제
거한 직립벽 상태에서 조파기로부터 거리에 따른 반사계수를 계
측하고,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조파기로부터의 거리
에 따라 반사계수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0.6~1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Goda(2000)
에서 제시되고 있는 직립벽(Vertical wall)에 대한 반사계수 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파고 계측 시스템의 반사파 
계측 정도가 어느 정도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Fig 11. Reflec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distance 

생성파와 입사파의 진폭비(/)와 생성파와 반사파의 진폭
비(/)는 생성파의 파장(약 1.5m)의 정수 배 만큼 직립벽으
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크게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직립벽 상태에서 생성된 파가 경계가 있는 조파수조 내에서 
정지파(Standing wave)처럼 거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유수실 주위 파 변화 계측
3.1 유수실 설치 및 실험조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회전수류 유수실의 형상과 주요 
형상 변수를 Fig. 12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유수실에 의한 파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유수실의 위치는 조파기로부터 7.5m 떨어
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조파수조에서 모형시
험을 수행하고자 할 때, 계측위치는 구조물에 의한 위상간섭을 
피하기 위해 모형구조물과 조파기로부터 한 파장 이상 떨어져 설
치해야 하는 것이다(Goda, 2000). 이러한 위상 간섭을 피하기 
위해 2점법에 의한 입사파와 반사파의 계측 위치는 조파기로부
터 5.8m, 6m이며, 유수실 후방으로 전달되는 전달파의 계측위치
는 조파기로부터 10m로 정하였다.  Fig. 13에는 전체 실험 시스
템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Fig 12. Definition of the swirl water chamber shape 

Principle dimension of water chamber model
    0.1m  0.075m
  0.1225m  0.09m
  0.050m  45.0°
  0.080m  18.0°
   0.045m  0.25m

Table 1. Principle dimension of water chamber model

실험은 수심() 0.25m에서 세 개의 파고() 및 파주기에 대
해 유수실의 입구 높이( )를 변화 시켜가며 수행하였으며, 
Table 2.에 실험 조건을 정리하였다. 

한편 파고계 계측은 DC 간섭 등을 고려하여 파가 충분히 발
달한 후 50초 동안의 데이터를 취하였으며, 파고와 파주기는 데
이터로부터 극대 극소 추정과 영점상향 교차(zero up crossing)
를 이용하여 파고와 주기의 평균 자료를 얻었다. 각각은 식 (8) 
및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13 Experiment setup for wave modific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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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파형의 계측 데이터 값을 나타내고, 는 계측
데이터의 샘플링 횟수 나타낸다. 

Wave period() 0.8, 0.9, 1.0Sec
Wave Length() 0.93, 1.21, 1.30m
Wave height( ) 0.0125, 0.0225, 0.0325m

Entrance Height( ) 0.03, 0.045, 0.06m
Wave maker type : Hinged flap type
Wave height gage :Capacitance-type, 3 point measurement

Table 2. Wave modification measuring experiment condition

3.2 실험 결과 및 고찰

유수실 주위 파는 유수실로 유입되는 입사파(Incident wave)
와 유수실에 의해 반사된 반사파(Reflection wave) 그리고 유수
실 아래 수통로를 통과하여 유수실 뒤편으로 전달되는 전달파
(Transmission wave)로 나눌 수 있다. 파 특성과 유수실 입구 변
화에 따른 각 파의 성분들을 계측하고, 반사계수와 전달계수를 
Fig. 14과 Fig. 15에 나타내었다. 파주기 0.8s를 제외하면 유수
실 입구 높이가 증가할수록 반사계수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파고가 작고, 유수실 입구가 큰 경우에 특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수실 입구가 증가하면서 유수실 내부 회전 유동
보다는 입구 내외부로 들고 나는 유동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파고에 따라서 유수실 내외부로 들고 나는 유동 특성
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14 Reflection coefficient check according to entrance height

Fig.15 Transmission coefficient check according to 
entrance height

이는 향후 유수실 입구에서 들고 나는 유속을 계측하여 유량
을 정량적으로 파악한 후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파
고 증가에 따라서는 반사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는 파고의 증가로 인해 유수실 내부로 유입되는 유량과 
유수실 뒤로 전달되는 유량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Fig. 
15의 전달계수를 보면 파고 증가에 따라 전달파의 파고가 높아
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전달파의 경우 파주기 증가
에 따라 전달파의 파고도 증가하고 있고, 유수실 입구 크기에 대
해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전달파의 경우 파주기 또
는 파속도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파력발전을 위한 파 유기 회전수류 유수실의 

특성 조사를 위한 첫 단계로서, 이차원 조파수조에서의 파 특성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수실에 의한 파 변화에 대해 조사하
였다. 2점법에 의한 입사파 및 반사파 계측을 위해 2개의 용량식 
파고계를 사용하였으며, 파고계 사이 간격과 수직방향 상대 위치
에 따른 신호 간섭 효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교정을 수행하여 
파 특성계측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차원 조파수조의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해 길이방향 파고 변화 및 반사파 영향을 조사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수실 실험을 위한 위치를 결정하였
다. 세 가지의 파고 및 파주기에 대해 유수실 입구 크기를 변화 
시켜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수실에 의한 반사파는 파고와 
유수실 입구 크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유수실을 통과 하는 
전달파는 파주기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파 특성에 따른 유수실 입구에서의 유출입 유량을 계측
하여 파 에너지 전달에 대하여 연구하고, 유수실 내부 유동을 계
측하여 파 에너지 흡수 효율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
불어 유수실 입구 뿐 아니라 폭과 높이 등의 형상변화에 따른 반
사파와 전달파 계측을 수행하여 파 에너지 전달 및 흡수 효율의 
향상을 위한 연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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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윤활법을 적용한 컨테이너선의 저항저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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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저항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가 대두되어 에너지 절약에 관한
부분까지도 고려대상이 되었다. 조선업계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박의 선형적인 특성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장치와 장비를 이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큰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포
윤활법을 이용하여 마찰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포 윤활선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컨테이너선의 모형선을 이용하여 기포
윤활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선저에 슬릿을 제작하여 기포 윤활법을 적용해 보았다. 
 
Keywords : Bubble lubrication method(기포 윤활법), Model experiment(모형시험) 
 

1. 서 론 
 

선박의 저항을 줄이려는 연구는 오랜 기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선박이 고속화, 대형화 되어가면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부분까지도 고려대상이 되었다. 

선박의 저항을 분류하면 크게 점성저항과 조파저항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조파저항 저감을 위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마찰저항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LEBU, RIBLET과 같은 장치나 
탄성피막법, Polymer 주입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LEBU, 
RIBLET 등은 오손에 취약하고, 탄성피막법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polymer 주입은 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선박의 마찰저항 저감에 
실용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값싸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공기를 이용하여 마찰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등에 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기를 이용하여 마찰저항을 줄여주기 위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점성이 낮은 미소기포를 
선체표면 주위의 물 경계층에 주입하여 점성을 낮추거나 
경계층 내부의 유동특성을 바꾸어 주기 위한 미소기포법이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선체표면에 공기공동을 
부착시켜 물과 선체가 만나는 침수표면적을 줄여줌으로써 
마찰저항을 줄이기 위한공기 윤활법이 러시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미소 기포법이란 200~600μm정도의 직경을 갖는 아주 
미세한 기포를 경계층 내부에 주입하여 그 영향으로 난류 
경계층 유동의 특성을 난류 응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국부적으로 마찰저항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Kim, et al., 2003). 

공기윤활법은 선박의 선저에 단을 설치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물과 선체 사이에 공기 막을 만들어 줌으로써 
공기로 덮인 선체 표면이 받는 마찰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다 
(Jang, 2002). 두 가지 방법 모두 마찰저항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선박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미소 기포법의경우에는 마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량의 미소 기포를 경계층 내부의 벽면에 아주 
근접한 위치에 주입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즉, 
예를 들어 벽면에서 y+=200 이상 떨어지면 주입된 
미소기포들은 선박의 형상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전체 저항이 증가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Bushnell 
&Hefner, 1990; Kim et al., 2003). 특히 선체 주위의 
유동특성에 따라 국부적인 기포의 거동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더 복잡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공기 윤활법의 경우에도 실선 
속도영역에서 침수표면에 부착된 넓은 공기 막을 
경제적으로 생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공기 공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저형상, 
공기공급량 등의 영향 인자들을 규명하여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선박의 저항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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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윤활법과 관련하여 Choi, et al. (2005)는 Wigly 및 

쌍동선 선형의 선저에 공기를 주입하여 마찰저항을 
저감하기 위한 수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Go and Kim 
(1999), Jang and Kim (1999), Oh (2006, 2010) 등은 선저 
개량을 위한 연구를 일련의 모형시험을 통해 수행 한 바 
있다. 또한 최근 Seo (2007)와 Kim (2010)등이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공동 특성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인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처럼 대학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도 꾸준히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공기 윤활 기법에 
의한 선박의 저항 감소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였으며 실선 
적용까지 확대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가 급등으로 인하여 공기 윤활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 
회수 기간이 단축되고,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기 윤활 기법을 선박의 운항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큰 동력이 소요되지 않는 기포 윤활법 
적용을 통하여 선박의 저항성능 개선을 도모하였다. 
컨테이너선 모형을 제작하여 기포윤활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시험모형 및 실험장비 구성 

 
2.1 시험 모형 

 
Fig. 1 Container ship model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박은 LPP 230m로 설계 속도 24.0 

노트의 컨테이너 선형이다. 모형시험을 위한 모델은 1/125 
스케일로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Fiber-glass Reinforced 
Plastic)으로 제작하였고 기포 윤활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선 선형의 변형 없이 선저부분에 슬릿이 있는 
모델로 제작하였다. 

 
 Fig. 2 The form of slit designed to apply an air lubrication 

system to model 
시험 선박의 기포 윤활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슬릿의 위치는 12.5 Station이다. 
 

 
Fig. 3 Air injection system  of model 
Fig. 3에서와 같이 슬릿에서 공기가 분사 되도록 제작을 

하였다. 분사되는 공기는 수평을 기준으로 아래방향 15°로 
분사되도록 하였으며 슬릿에서 동일한 압력으로 공기가 
분사될 수 있도록 슬릿의 상부에 압력실을 제작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2 공기 공급 장치 
 
기포윤활법 적용을 위하여 슬릿으로 분사되는 공기는 

1차적으로 컴프레셔에서 압축 되며 수분제거를 위하여 Air 
Filter를 지나게 된다. 수분이 제거된 공기는 압력조절기를 
통하여 감압이 이루어지며, Mass Flow Controller에서는 공급 
되는 공기의 유량이 조절된다. Mass Flow Controller는 Mass 
Flow Manager와 연결이 되어있으며, Mass Flow Manager는 
Computer를 통하여 제어된다. 수분제거와 유량이 조절된 
공기는 슬릿에서 분사되는 공기가 동일한 압력으로 분사될 
수 있도록 Air Camber를 거쳐 노즐로 공급된다. 공기 공급 
제어를 위한 흐름도 는 Fig. 4과 같다. 

 

 
Fig. 4 Air injection systems 
 



유량 조절계(Mass Flow Controller)에서 제어된 공기는 
압력실 (Air Chamber)을 지나게 되고 슬릿을 지나 공기가 
분사 된다. 슬릿을 통하여 분사되는 공기는 동일한 압력으로 
분사 되어질 수 있도록 슬릿 상단에 압력실을 위치시켰다. 

 
3. 모형시험 

 
모형시험은 인하대학교 수조에서 수행하였다. 슬릿이 있는 

모형을 사용하여 각각의 속도에서 공기를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와 공기 공급을 하였을 경우에 대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3.1 모형선의 저항 감소량 
 
각각의 유속에서 기존 선형의 변화 없이 슬릿만을 갖는 

경우에 기포 윤활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슬릿이 있는 모형선에 공기 분사 없이 
모형시험을 수행한 결과 단이 없는 모형선과 저항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기를 분사 하였을 경우에 저항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 Case of Experiment for Bubble Lubrication 

Fn Qair 
[L/min] 

0.18 10 
0.22 10 
0.26 10 
0.30 10 
0.34 10 

 
4. 결 론 

 
본 연구는 선박에 기포 윤활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기존 

선형에 기포 윤활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 기포 윤활법을 적용하기 위한 선형 개발을 하지 않고 

이미 개발된 선형을 이용하여 기포윤활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공기를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슬릿이 없는 모형선과  
전 저항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공기를 분사하여 
기포윤활법을 적용 하였을 경우 저항값이 감소함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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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윤활법에서 단(step)의 영향 
김창현, 안형택 

 
Effects of a step on air lubrication method 

Chang Hyun Kim, Hyung Taek Ahn 
 

요 약 
 

Air lubrication method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friction drag reduction.  The 
success of the air lubrication is highly depends on the stability of the air layer.  In order to maintain the air layer stable condition, 
majority of research is dedicated to the bottom shape design.  In this paper, CFD simulations are carried out in search of 
efficient bottom shapes for maintaining stable air layer.  Two different bottom shapes are proposed, namely flat bottom and 
cavity bottom.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bottom shapes, in terms of overall drag reduction with same amount of air
injection, are compared through CFD simulations.  
 

Keywords: Air lubrication method(공기윤활법), Partial air cavity drag reduction, Air layer drag reduction, Numerical simulation 
 

1. 서 론 
 
최근 선박의 유해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고유가 

문제가 지속되면서, 선박의 연료 소모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엔진, 프로펠러 등 기계적 
효율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나 탄성 피막법, Ribet법 등 선체 
표면을 특수 처리 하는 방법, 공기윤활법 등이 대표적이다. 

선박의 운용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선체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선박의 저항은 크게 마찰 
저항과 조파 저항, 형상 저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상 
저항과 조파 저항은 최적화된 선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선박 저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찰 저항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찰 저항을 
줄이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선박의 마찰 저항은 침수 
표면적에 비례하므로 이를 줄이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기윤활법이다.  

국내에서는 소형 시험정에 적용하여 저항 감소를 확인한 
사례(Jang, 2002)가 있고, 회류수조를 이용한 평판 모형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병행, 비교한 연구(Ahn, 2012)도 
진행되는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기 윤활법은 공기층 형성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Bubble drag reduction 방법은 선저부 표면 
가까이에 미소 기포를 분사하여 난류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유속이 일정 속도 이상 
빨라지면 저항 감소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Kim, et al., 2003), 저항 감소 메커니즘도 명확하지 않다. 
Air layer drag reduction 방법은 선저부 표면에 얇은 

공기막을 형성하여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저항 감소 
성능은 뛰어나지만 유속이 빠를 때 공기막을 안정하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공기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기를 끊임없이 주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Partial air cavity 방법은 선저부에 부분 공기공동을 
형성하여 마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단 공기공동을 
형성하면 소실된 공기만큼의 새로운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층을 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 Pitching과 Rolling시 
공기 공동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내륙용 선박에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Foeth, 2008) 

공기윤활법은 실제 적용 시 성능이 실증되지 않아 현재 
적용된 사례는 적으나, 실험 결과 최적의 조건에서 약 
10~20%의 연료 절감이 기대된다. (Ceccio, et al., 2012) 

본 연구는 공기윤활법을 이용한 선박 마찰 저항 감소에 
관한 기초연구이며 CF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Air layer 
drag reduction 방법과 Partial air cavity 방법의 비교, 즉 
단의 유무가 공기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단이 없는 Flat bottom와 단이 
있는 Cavity bottom 두 가지 기본적인 형상에 대하여 
공기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최소한의 공기 공급 유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교를 진행하였다. 

 
2. 수치해석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1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기윤활법에서 단의 영향을 수치해석하기 
위하여 상용 CFD solver인 FLUENT를 사용하였다. 셀 중심 
유한체적기법(cell-centered finite volume)기반의 RANS 
방정식을 사용하였고 다상 유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Volume 
of fluid (VOF)방법을 적용하였다. 지배방정식인 비압축성 
Navier -Stokes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여기서 식 (1)은 Momentum equation을, 식 (2)는 
Continuity equation을 나타낸다. 난류모델은 SST k-ω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속도와 압력 연계는 Fractional step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Momentum은 QUICK 방법, Turbulent 
kinetic energy는 First order upwind 방법으로 이산화 하였다. 
또한 비정상 문제로서 Transient formulation에 First order 
implicit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상 유동에서의 자유표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VOF방법을 사용하였다. 식 (3)은 VOF 방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는 Fraction function으로서 0일 때 cell이 
비어있음을 나타내고, 1일 때 cell이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며, 중간 값에서 경계를 나타낸다. 

 

                        (3) 
 

2.2 격자 생성 
 

단의 유무가 공기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이 없는 Flat bottom와 단이 있는 Cavity bottom 두 
가지 격자를 2D로 형성하였다. Flat bottom의 크기는 가로 
5m, 세로 1m, 공기 토출구의 크기는 0.02m이고 격자 상단 
왼쪽에서 0.5m지점에 생성하였다. Cavity bottom의 경우 
단의 높이를 0.04m로 정하였다. 격자의 개수는 가로 100개 
세로 50개로 구성하였으며 벽면에서의 유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y+≈50(Log-law region)이 되도록 하였다. 
(Salim, at al., 2009) 

격자 상부 평판과 단의 표면의 경계 조건은 Non-slip 
wall이며 유입구는 Velocity-inlet, 후류부 경계조건은 
Pressure-outlet으로 두었다. 격자 밑면은 Slip-wall 조건을 
주었다. 

 
Fig. 1 Grid of a flat bottom 
 

 
Fig. 2 Grid of a cavity bottom 
 

3. 유동 해석 결과 
 

Flat bottom과 Cavity bottom 두 가지 격자에 대하여 
유입 유속을 10m/s로 고정하고, 공급되는 공기 유입 속도를 
0.1m/s부터 두 배씩 증가시키며 계산을 15초 동안 진행한 
후 공기층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공기 유량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계산은 상용 CFD solver인 FLUENT를 활용하였다. 

아래 Fig. 3은 공기 유속을 증가시키면서 공기층이 
형성되는 최소 유속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avity bottom의 경우 공기 유속이 
0.8m/s일 때부터 공기층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반면, Flat 
bottom의 경우에는 1.6m/s가 되어서야 공기층을 형성 
하였다. 

 

(Air injection velocity = 0.8 m/s) 

 

(Air injection velocity = 1.6 m/s) 
Fig. 3 Air layer development: flat bottom vs. cavity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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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Table 1은 Cavity bottom에서 공기층을 형성하는 최소 
공기 유량인 0.8m/s에서 저항 감소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공기 유입이 없는 Flat bottom에서의 저항을 수계산으로 
구한 뒤, Solver내에서 계산된 저항 측정값을 이용하여 저항 
감소 효과를 비교하였다. 
공기 유입이 없는 Flat bottom대비 공기 유입이 있는 Flat 

bottom는 약 10.2%의 저항감소 효과를, Cavity bottom은 
82.2%의 저항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 Drag reduction: flat bottom vs. cavity bottom 
Bottom type Drag  Drag reduction 

Flat bottom (no air) 692.62 N - 
Flat bottom (with air)  621.98 N 10.2 % 

Cavity bottom (with air)  123.49 N 82.2 % 
 

다음 Fig. 4와 Fig. 5는 공기 공급 유량이 0.8m/s로 같을 
때 평판 상단의 벽면 전단응력을 측정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점선이 공기 유입이 없는 평판에서의 값이고, 실선이 공기 
유입이 있을 때의 값이다. 

Flat bottom의 경우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고 공기방울의 
형태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벽면 전단응력의 값이 공기 
방울이 지나가면서 크게 동요한다. Cavity bottom은 
공기층이 형성 되었으므로, Cavity 안쪽 벽면 전단응력 값이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 Wall shear stress of flat bottom (0.8m/s) 
 

Fig. 5 Wall shear stress of cavity bottom (0.8m/s) 
 

4. 결 론 
 
 단이 없는 평판과 비교하였을 때, 단이 있는 평판의 경우 

적은 공기 유속으로도 공기층이 형성되었다. 이는 단 향후 
선박 적용 시 Bubble drag reduction방법보다 Partial cavity 
drag reduction방법이 공기층 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함을 
의미한다. Cavity bottom에서 공기층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공기 유속에서 Flat bottom은 공기층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평판의 마찰 저항 감소에 있어서 단이 있는 평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향후 선박 적용 시 선박의 
적재성에 있어서 공기 공급장치의 용량이 작을수록 
유리하므로 보다 적은 공기 공급량만으로도 공기층을 
형성하는 Partial cavity drag reduction방법이 유리하다. 

향후 단의 형상에 의한 영향, 단의 높이, 공기 공동 
형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유속과 공기층을 형성하는 
최소 공기 공급량의 관계, 정수압이 공기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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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상유동(two-phase flow)에서의 기포거동을 계측하고 분석하는 그림자기법(Shadow Image Velocimetry, SIV)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공기가 분사되는 2차원 날개의 후류에 대한 계측이 Saint Anthony Falls Laboratory(SAFL)의
공동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유동 내 존재하는 기포의 그림자영상을 얻기 위해서 카메라와 LED조명은 유동에 수직하게
배치된다.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 원근과 상관없이 모두 선명하게 측정될 경우, 기포의 위치적인 거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의 조리개를 조절하여 초점심도 최소화하였다. 계측된 영상은 우선 Canny 윤곽추출법(Edge Detection)에
의해 기포들의 윤곽이 추출된다. 얻어진 윤곽선은 기포의 그룹 또는 개별 기포의 주위 경계를 의미한다. 기포의 그룹의
경우에는 경계선의 곡률 변화에 따라 연결점을 구할 수 있으며, 연결점은 두 개 또는 이상의 기포가 서로 만날 때 생기는
점이 된다. 따라서 연결점을 기준으로 기포의 그룹에서 개별 기포들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된 기포의 모양, 크기,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포의 속도 및 유동의 기포율(void fraction)을 구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상 유동에서의 기포
속도 및 분포를 계측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bubbly wake, shadow image velocimetry, ventilated hydrofoil, edge detection 

1. Introduction 
 
For a detailed analysis of two-phase flows, 

non-intrusive optical techniques are most suitable. 
Such measurement techniques should provide the 
velocity fields and the local bubble size distributions. 
Phase-Doppler anemometry (PDA) has a higher sizing 
accuracy than direct imaging techniques when small 
spherical bubbles are studied, but accuracy decreases 
when the shape of the bubbles becomes non-spherical 
and their size increases. Laser light sheet illumination 
is very useful for large-scale measurements. However, 
a remaining problem for the application of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to bubbly flows is the strong 
absorption of the penetrating laser light sheet by 
scattering on the surface of the bubbles. The first 
possibility for quantifying bubble size and air 
entrainment is the application of shadow imaging using 
a diffuse back-light. A problem arising in higher void 
fraction bubbly flows is the probability of highly 

overlapping bubble images which might include 
in-focus and out-of-focus bubbles. Even a sophisticated 
edge detection algorithm would not allow the 
determination of the complete perimeter of the 
individual bubbles. Therefore, a reliable algorithm is 
required to reconstruct missing parts of the overlapping 
bubble perimeter.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the 
necessary algorithms to determine the bubble size 
distribution and its velocity in the wake of a ventilated 
hydrofoil on the basis of background illumination. For 
shadow image velocimetry (SIV), the depth-of-field is 
determined by the camera setup. SIV relies on particle 
shadow casting on a bright background instead of 
relying on principles such as scattering, Doppler 
shifting, and fluorescence. This i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in-line illumination setup. The in-focus bubbles 
in the field of view cast the darkest shadows. Using 
time-resolved SIV, the size, number, and velocity of 
bubbles in the wake will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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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erimental Setup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he high-speed 

water tunnel at Saint Anthony Falls Laboratory (SAFL)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The tunnel is capable 
of velocities in excess of 20 m/s. The test section 
measures 0.19m (W) × 0.19m (H) × 1m (L), and is 
fitted with observation windows on three sides. Figure 
1 provides a schematic of the SAFL water tunnel. A 
NACA0015 hydrofoil was installed in the test section 
with angle of attack (α) of -8◦. The hydrofoil is 190 mm 
in span and 81 mm in chord. 37 small slits were milled 
to the leading edge slot where the air was ventilated. 
This created an even air distribution across the span of 
the hydrofoil. Bubbles were added to the flow by 
means of a compressed air line to break up the air into 
bubbles. 

 

 
Fig. 1 SAFL water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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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s 

 
Figure 2 is a schematic of the optical experimental 
setup. A custom-made pulsed LED light source from 
ISSI was used to illuminate the flow. The pulsed LED 
array is capable of flash rates up to 10 kHz with a 5 
microsecond pulse width and rise and fall times ~200 
nanoseconds. To ensure uniform back-lighting in the 
images, a light shaping diffuser is placed between the 

light source and the flow. A 1-megapixel Photron 
APX-RS camera, capable of 3000 frames per second at 
full resolution (up to 250,000 fps at limited resolution) 
was used to obtain images.  
 

 

3. Image Processing 
 
Bubbles overlapping in bubble shadow images are 

identified by employing an edge detection method, 
such as the Canny algorithm, and the velocities of 
bubbles can be evaluated by a simple tracking method. 
Figure 3 provides an overview of the image processing 
procedure for distinguishing individual bubbles from a 
cluster of overlapping bubbles. The individual bubble 
detection is typically a five-step process as follows. 

 
1) Background subtraction: Background can be 
removed by subtracting a reference image taken for 
the same setup without bubbles. Although it is useful 
for correcting uneven illumination, out-of-focus 
bubbles are a rising problem in measuring bubbles in 
a dense bubbly flow. Subtracting a reference image 
without bubbles is not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small-scale background. To suppress high frequency 
background fluctuations, proper selection of a spatial 
low-pass filter depends on a measured shadow image.  
 
2) Edge detection: All parts of the image that are 
above a global threshold are segmented on the basis 
of an edge detector. The Canny algorithm was 
determined to be the best suited for this purpose. The 
Canny edge algorithm contains three steps: 
smoothing an image with a Gaussian filter, taking the 
intensity gradient of an image, and determining edges 
with two thresholds.  
 
3) Extraction of perimeters: The edges which are 
found by an edge detector should be closed 
boundaries to be recognized as a cluster of bubbles. 
Finding the closed boundary means determining the 
perimeter of a cluster of bubbles in two dimensions. 
It can be found by connecting endpoint to endpoint of 
the adjacent edges. The perimeters become thin 
during this processing and are utilized for further 
processing.  
 
4) Determination of connecting points: In order to 
distinguish individual bubbles from a cluster of 
overlapping bubbles, several algorithms have been 
developed [Honkanen et al. (2005)]. The curvature 



profile based method was applied to reconstruct 
missing parts of the contour of overlapping bubbles 
(refer to Honkanen et al. (2005); Pla, F. (1996)). 
Several negative peaks of the curvature indicate 
potential connecting points which divide the 
perimeter into parts. The curvature was calculated 
along the perimeter which was smoothed via a spline 
to avoid unexpected connecting points. 
 
5) Separation of individual bubbles: An ellipse is 
fitted to a partial perimeter by selecting two 
connecting points using a non-linear least squares 
method. If the overlapping ratio So/Se, i.e. the ratio 
of the area of a partial perimeter (So) to the area of a 
fitted ellipse (Se), satisfied a threshold criterion, the 
fitted ellipse is determined to be a bubble. To avoid 
highly flattened ellipses and smaller ellipses that 
either are noise or errors from a partial perimeter, the 
radii of an ellipse are defined by upper and lower 
limit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bubble of interest.  

 

 
Fig. 3 Consecutive steps of image processing; bubble 
images from back light illumination (top left), edges 
segmented by an edge detector (top-right), perimeters 
and connecting points (bottom-left), individual bubbles 
(bottom-right). 

 
4. Results 

 
Shadow images of a bubbly flow were collected as 

shown in Figure 4. 100 image pairs were analyzed by 
the present algorithm and the randomly spaced velocity 
vectors were collected. 

 

 
 

Fig. 4 Instantaneous bubble shadow image 
 

The histograms of the area-equivalent radius and 
eccentricity of the detected bubbles are shown in 
Figure 5. The eccentricity of a circle is zero, and the 
eccentricity of an ellipse is greater than zero but less 
than 1. Most of the detected bubbles are shaped like a 
circle with a radius of 0.18 - 0.24 mm as shown in 
Figure 5. It is noted that the size of the bubbles was 
normally distributed. Figure 6 shows the distribution of 
bubble radii in the wake. The radii of the measured 
bubbles are uniformly distributed along their horizontal 
locations, but slightly increased outward from the wake 
center. Figure 7 shows the contour of the averaged 
streamwise velocity in the wake behind the hydrofoil. 
It is found that the velocity of bubbles is highly 
dependent of their size in the wake. The measured 
bubble velocity distribution appears to represent the 
velocity field of the 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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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stograms of the area-equivalent radius (top) 
and eccentricity of bubbles (bottom) 



x / c

y
/c

2.4 2.5 2.6 2.7 2.8

-0.1

0

0.1
0.26
0.24
0.22
0.2
0.18
0.16

[mm]rB

 
Fig. 6 Area-equivalent bubble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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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eamwise velocity contour 

 

5. Conclusion 
 

It has been shown that the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enables reliable analysis of irregularly shaped 
bubbles even when bubbles are highly overlapped in 
the images. Volume illumination was achieved with a 
pulsed LED light array. Shadow images of a bubbly 
flow were collected. The described bubble detection 
algorithm consists of two major steps. All parts of the 
images are firstly segmented on the basis of a Canny 
edge detector, and then individual bubbles are 
iteratively distinguished from the cluster of 
overlapping bubble images. After all images had been 
analyzed, the bubble velocities were determined by 
applying a tracking algorithm. The wake behind a 
ventilated hydrofoil was investigated by the described 
algorithms. A low-pass filter within the region of 
interest was applied as a preprocessing step to reduce 
background fluctuations generated by out-of-focus 
bubbles, before applying the proposed bubble detection 
algorithm. The preprocessed images could give better 
results. The velocity characteristics of a bubbly flow 
can be obtained with the present described 
shadowgraph technique including direct image 
processing methods. It is expected that this technique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bubble velocity field as 
well as the bubble siz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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콴다 효과를 적용한 고정식 핀 안정기의 양력 성능에 관한 연구
이세진(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대원(한국선급), 이승희(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A Study for lift performance of a Fixed type Stabilizer Fin Utilizing the Coanda Effect
Se-Jin Lee1), Dae-Won Seo2), Seung-Hee Lee1) 
1)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Inha University, Korea
2) Institute of Ship and Ocean Systems Engineering, Korea Resister of shipping, Korea

요 약

A ship operating in rough sea may suffer from an undesirable motion which may severely degrade the performance of equipment onboard and give
a person an uncomfortable feeling. Hence, Roll stabilization received a considerable attention and various devices including bilge keels, stabilizing fins,
gyroscopic, tanks, rudders and flaps have been conceived and utilized for the purpose. The Coanda effect is evident when a jet stream is applied
tangential to a curved surface of a hydrofoil since then the jet increases the circulation around the foil and accordingly the lift. Model tests and
Numerical simulation have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practicality of a fixed type fin stabilizer augmented by the Coanda jet. The results show
that the lift coefficient of the modified Coanda fin at the zero angle of attack α identically coincides with that of the original fin at α = 26° when
Coanda jet is supplied at the rate of Cj=0.1. It is also shown that fixed type fin stabilizers to actively control the motion of ships and the other mobile
units without variation in the angle of attack can be put to practical use if the Coanda effect is applied. 

Keywords : Stabilizer fin, Fixed type fin stabilizer, Active control, Coanda effect, Jet momentum, NACA 0018

1. 서 론
일반적으로 항해하는 배는 파도와 바람 등의 외력에 의해 6자

유도 운동을 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날개장치들이 선
박에 사용된다. 선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날개장치로 횡동요를 
억제하기 위한 핀 안정기가 있으며, 선박의 조종성능을 위한 조
타장치가 있다. 또한, 수중익선은 선저에 대형 날개장치가 있어 
고속 운항 시 양력을 받아 배를 수면위로 밀어 올리도록 되어 있
다. 이와 같이 다양한 날개 장치들은 대부분 유입되는 유속에 대
해 날개장치에서 발생되는 양력을 이용하여 제어하게 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날개에 발생되는 양력의 크기는 유입유속
의 제곱에 비례함으로 유속이 작은 경우, 날개에서 발생되는 양
력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원하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가 종종 발생된다. 이로 인해 저속에서 크루즈 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날개장치의 횡 동요 감쇠력 부족으로 선박의 항
해 안전성 및 쾌적성에 문제를 야기 시킨다. 또한 군함에 설치된 
함포 및 무기 등의 조준정확도가 떨어지게 돼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정의 생존능력도 떨어지며, 함정

에 설치되어 있는 운용 장비들이 심한 횡 동요 운동에 의해 막대
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롤링을 감쇠하기 위해서 빌
지 킬, 핀 안정기, ART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핀 안정기는 
선박 운항 시 횡요 감쇠 효과가 다른 장치에 비해 효과적인 방법
이다.(Seo and Lee 2011)

외국의 경우 안정기용 핀의 경우 설계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낮은 속도에서도 횡 동요를 줄이는 안정기용 핀을 설계하여 상용
화 한 바 있다.(Jin et al, 2006)

국내외 경우 대학 및 연구소에서 학문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핀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로서 주 날개 
근처에 꼬리 날개 등의 부가물을 설치하여 양력을 높이는 방법
(Seo et. al, 2007)이나 end-plate를 장착하는 방법(Seo et al, 
2008a), 플랩에 Coanda를 동시에 적용한 방법(Ah and Kim, 
2003)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슬롯에서 제트를 분사하
여 유동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표면을 잘 따라 흐르게 
만들어 양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Seo and Lee, 2011)

본 연구에서는 콴다 효과를 안정기용 핀에 적용하여 기존 핀
과는 달리 받음각을 고정하고, 제트 모멘텀의 제어만으로 핀의 
성능이 기존 핀의 성능보다 우수한가에 대해 모형시험과 수치계
산을 통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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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2.1 계산 조건

2차원 및 3차원 계산은 FLUENT 6.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으로 차분화된
다. 지배방정식은 이산화 과정을 거쳐 대수방정식으로 변환하였
으며 그 과정에서 확산항에는 중심 차분법, 시간에 대한 미분항
에는 1차 음해법을 사용하였다. 압력방정식으로는 Rhin/Chow방
법을 수정한 FLUENT의 표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FLUENT 
2005), 속도-압력의 연성은 SIMPLE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완
화계수 값으로 압력에 대해서는 0.3, 운동량에 대해서는 0.5, 난
류에 대해서는 0.5를 주었다. 

수치 계산을 수행할 경우 사용하는 수치 계산 기법이나 격자
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유동 특성에 적합한 난류 모델의 선택도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Wilcox. 1993) 콴다 제트 
유동을 수치적으로 정도 높게 묘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난류 모델
의 영향과 격자 의존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Seo et 
al. 2008a) RSTM (Reynolds Stress Turbulence Model) 난류 모
델을 Y+를 1로 잡은 경우 양력값이 k-ε, k-ω 난류 모델보다 실
험 결과에 가까운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Kim S. E., 2001; 
Kim and Rhee, 2002; Menter 1994)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모든 
수치 계산은 Y+를 1 이하로 하고 RSTM모델을 사용하였다. 

2.2 2차원 계산 

콴다 효과를 적용한 날개 장치의 양력 성능의 경우 슬릿의 높
이, 뒷날의 모양, 단면적의 모양, 제트 모멘트에 따라 변화한
다.(Matsuo et al. 2003; Seo et al. 2008a, 2008b)

2차원 계산을 통하여 Coanda 효과가 핀의 양력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핀의 주요한 변수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and Variable Parameters of 
the Scale Model of Fixed Type Coanda Fin

Chord : C 0.422m
Reynolds number : Rn 2.1×106

Jet velocity : Vjet 5m/s
Momentum Coefficient : Cj 0.1

Heights : Hslit 0.00125C, 0.0025C, 0.005C

2차원 계산에 사용된 무 차원 수로 제트의 모멘텀 계수는 다
음과 같다.  

 



∞



                                     (1)   

 
여기서 는 질량유량(kg/s), Vjet는 슬릿을 통해 분사되는 제

트 유동의 유속이다.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콴다 효과를 이용한 고정식 핀 안정

기의 수치격자는 Gridgen Ver15.08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날
개 뒷날 부근에서의 유동을 더욱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5≦X/C
≦7, -5≦Y/C≦5되도록 하였다. 

Fig. 1 Computational Mesh for the Coanda Foil
2차원 수치 계산에 사용된 격자수는 약 47,000개이며 슬릿부

근에서 격자를 조밀하게 분포하였다. 
2.2.1 Hslit의 영향 

콴다 효과는 공급된 제트가 핀의 슬릿을 통해 흘러 나가 순환 
효과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슬릿의 높이는 콴다 제트를 이용하
여 양력 성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2에 보인 것과 같이 슬릿의 높이를 3가지로 다르게 디자
인하였다.(0.005C, 0.0025C, 0.00125C) 

Fig. 2 Computational Conditions for Variation within the 
Heights of the Slit(Hslit)
2.2.2 뒷날 모양의 영향

2차원 날개 단면의 뒷날 모양의 변화는 Fig. 3에 나타나있다. 
뒷날의 모양은 각 각 단축과 장축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뒷날의 
모양은 양력 성능에 영향이 있으므로 제트 모멘트는 0.1, 슬릿의 
높이는 0.005C로 고정한 후 뒷날의 모양을 세 가지로 변경하였
다. 



Span : S 0.28m
Chord : C 0.15m

Hslit 1.5mm
Cj 0 ~ 0.25
V∞ 2 m/s

Fig. 3 Computational Conditions for Variation within the 
Shapes of Trailing Edge

2.3 3차원 계산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원 콴다 핀의 수치 격자는 

Gridgen Ver15.08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표면에서의 격자는 
100×43를 사용하였고 슬릿 내부에는 슬릿 높이 방향으로 20개
를 사용하였다. 또한 계산 영역은  -5≦X/C≦7, -4≦Y/C≦4, 0
≦Z/C≦4가 되도록 하였으며 총 격자수는 약 1,000,000개를 사
용하였다. 

Fig. 4 Three-Dimensional Numerical Grids Around the 
Fixed Type Fin Stabilizer Model

3. 모형 시험
콴다 효과를 이용한 고정식 핀 안정기의 콴다 시스템을 2차원 

수치 계산을 결과로 정하였다. 
1/7.5크기로 모형을 제작한 후 기준 핀과 양력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을 하였다. 설계된 핀의 평균 코드 및 스팬은 각각 
280mm, 150mm이며 기타 주요 치수는 Table. 2에 자세히 정리
되어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and Test Conditions for the Scale 
Model of Fin Stabilizer (scale 1/7.5)

실험을 위해 1/7.5크기로 만든 모형은 Fig. 5와 같이 제작하
였다. 또한 모형시험은 인하대학교의 회류수조에서 수행하였다. 
콴다 효과를 통한 양력 및 항력을 계측하기 위해서 모형의 상부
에 3분력계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Fig. 5 Photograph of the Scale Model of Fin Stabilizer 
4. 결과 분석
4.1 2차원 결과

4.1.1 Hslit의 영향
Fig. 6에서 보는바와 같이 Hslit의 크기가 양력 및 항력 성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 양력 핀
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슬릿의 크기는 제조가능 범위 안에서 충
분히 작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Fig. 6 Comparison of the Lift and Drag Coefficients for 
Various Heights of Slits (α=0°, Cj=0.1)

4.1.2 뒷날 모양의 영향
Fig.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형비가 1일 때 다른 타원비일 때

보다 양력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트의 영향
으로 순환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CL CD
R=0.03C 1.329 0.027
R=0.05C 1.799 0.030
R=0.07C 1.831 0.031Fig. 7  Comparison of the Lift and Drag Coefficients for 

Various Shape of Trailing Edge
4.1.3 뒷날 실린더 반경의 영향

(a) R=0.03C

(b) R=0.05C

(c) R=0.07C
Fig. 8 Comparison of the Cp and Streamline for Various 

Radii of Trailing Edge (α=0°, Hslit=0.05C, Cj=0.1, 
Rn=2.1×106).

뒷날 실린더 반경에 따라 제트 유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 실린더 반경을 평균 코드로 무차원 하였을 때 0.03C, 0.05C, 
0.07C로 변경한 후 수치 계산을 수행하여 Fig. 8에 나타냈다.

우선 0.03C의 경우 분사된 제트 유동이 실린더를 잘 따라가지 
못해 순환이 증가하지 못하고 유입 각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린더 반경이 증가할수록 순환이 증가하고 유입 
각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린더의 크기가 0.07C 이
상으로 증가할 경우 날개의 두께보다 커져 양력 성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여 실린더의 직경은 0.07C로 제한하였다.

Table. 3은 각 각의 실린더 반경에 대해 양력 및 항력을 나타
낸 것이다. 실린더의 크기가 0.07C인 경우 0.03C인 경우보다 양
력이 38%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린더의 반
경은 0.07C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 Lift and Drag Coefficients of Modified Coanda 
Section at Various Trailing Edge Radii (α=0°, Cj=0.1 
Rn=2.1×106)

4.2 3차원 결과

Fig. 9 Lift and Drag Coefficient of a Original Fin Stabilizer  
(Rn=2.1×106)

 콴다 효과를 적용한 고정식 안정기용 핀과 기준 안정기용 핀
의  양·항력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기준 안정기용 핀의 특성을 
Fig.9에 보인다.

기준 안정기용 핀은 받음각 30°까지 양력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실속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 안정
기용 핀의 최대 운용 받음각은 26°이므로 실속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보이며, 최대 운용 받음각에서 양
력계수는 약 0.85정도이며, 최대 양력계수는 약 1.05이다.  

Fig. 10은 본 연구의 실험 및 수치계산 결과로써, 기준 핀 안
정기와는 다르게 받음각을 0°로 고정시켜 놓고, 슬릿을 통해 분



Coanda 
fin CL 

Coanda 
fin Lift(N)

Origin fin 
CL 

Origin fin 
Lift(N)

4Knot 0.99 79.64 0.85 169.55
10Knot 0.95 505.21 0.85 1072.06
15Knot 0.92 1880.34 0.85 2413.67
20Knot 0.89 2847.61 0.47 2382.36
25Knot 0.86 2847.61 0.27 2148.94

사되는 제트 모멘텀을 0에서부터 0.3까지 변화시켜 계측한 양·항
력성능을 나타낸다. 그 결과 콴다 효과를 적용한 핀 안정기의 경
우 받음각이 0°인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콴다 제트를 분사할 경
우 양력이 크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준 핀 안정기
와 양력성능을 비교하면, 제트 모멘텀 계수가 약 0.1근처에서 기
준 핀 안정기의 최대 작동 각(26°)에서 발생되는 양력크기에 해
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받음각을 변화시켜 횡 동요를 제어
하는 기준 핀 안정기와 달리 받음각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콴다 
제트유동을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횡동요 제어 성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 Comparison of Lift and Drag Coefficients at the 
Various Jet Momentum Coefficient (Rn = 5.5×105,⍺=0°)

(a) Original fin; Cj=0, α=25°, 10knot

(b) Coanda fin; Cj=0.1,α=0°
Fig. 11 Comparison of the Pressure Distribution Around 

Original and Coanda Fin Stabilizer (Rn = 5.5×105)

Fig. 11에 보인 기준 핀과 콴다 핀의 표면압력 분포를 비교하
여 보면 2차원 수치계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준 핀의 경우에는 
받음각의 증가에 따라 앞날부근에서의 압력차이가 커지면서 양
력이 증가한 반면, 콴다 효과를 적용한 핀에서는 뒷날과 앞날 양
쪽에서의 압력차로 인하여 양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 Maximum Angle of Attack  of the Fin Stabiliizer for 
Various Ship Speeds(Seo et al. 2008a)

일반적으로 선속이 증가하면 횡 동요가 줄어들고 핀에서 발생
하는 양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핀 안정기의 작동범위는 선속에 따
라 달라진다.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 핀 안정기는 선
속 15 kts 이하에서는 26°까지 받음각을 변화시켜 횡동요를 제어
하지만, 선속이 증가하면 점차 감소하여 25 kts에서는 9°가 되
며, 30 kts이상에서는 핀 안정기를 작동 시키지 않는다.

Table.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Coanda 효과를 적용한 핀의 경
우 제트 모멘텀 계수를 0.1에 고정한 후 각 각의 속도에서의 양
력 계수와 Origin fin의 최대 작동 각에서의 양력 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각 각의 속도에서도 제트 모멘텀 0.1이하에서 
최대 작동 각에서의 양력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핀의 받음각을 바꾸지 않고 콴다 효과를 이용한 유동
제어 만으로도 기준 안정기 핀을 충분히 넘어서는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4 Lift Coefficients and Lift of Coanda fin Stabilizer 
and Origin Fin Stabilizer Maximum Operational Angle 
(Coanda fin Cj=0.1, Rn=2.1×106)



5. 결론
콴다 효과를 적용한 2차원 NACA 날개의 양력 성능을 확인하

기 위해 슬릿의 높이, 뒷날의 모양, 뒷날 실린더의 모양의 변화
를 줘서 수치계산을 하였다. 또한 콴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및 3차원 수치 계산을 하였다. 

1) 수치 해석 결과 Hslit은 양력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 그리고 뒷날 모양의 타원비가 작을수록 양력 성능이 좋은 것
을 볼 수 있다. 또한 뒷날 실린더의 반경의 경우 허용치인 0.07C
의 경우가 0.03C의 경우에 비해 38% 증가하였다.

2) 수치 해석 및 실험을 통한 결과 콴다 효과를 적용한 핀 안
정기의 경우 제트 모멘텀 계수가 약 0.1근처에서 기준 핀 안정기
의 최대 작동각(26°)에서 발생되는 양력크기에 해당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3) 제트유동의 회전각은 공급된 제트 모멘텀이 증가할수록 커
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순환증가로 인하여 핀의 흡입면
과 압력면의 압력차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4) 기존 핀의 최대 작동 각에서의 양력 계수와 콴다 효과를 이
용한 핀의 제트 모멘텀 계수 0.1에서의 양력 계수를 비교한 결과 
제트 모멘템 계수 0.1에서 기존 핀의 최대 작동 각에서 양력 이
상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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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탄성과 2차 스트립 이론을 이용한
선박의 스프링잉 추정법 연구

김준동, 박인규, 구원철, 유정수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Springing of Ships using 
Hydroelasticity and Quadratic-Strip Theory

 Jun-Dong Kim, In-Kyu Park, Weon-Cheol Koo, Jung-Soo Ryue
University of Ulsan,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요 약

Recently, ships tend to become bigger and lighter, their longitudinal strength may also become more flexible. Some
of them can easily be suffered from the severe vibration caused by the resonance with natural frequencies, so-called
springing. In this study, springing of ships is estimated by assuming the ship hull as an elastic beam (Timoshenko 
beam). Eigenvalue analysis is carried out by assuming the beam as a finite difference method. Hydrodynamic force on 
the beam is calculated by quadratic-strip theory. A couple of ships a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previous ones 
to estimate the natural frequencies and springing responses (vertical bending moment).

Keywords : Quadratic-strip theory(2차 스트립 이론), Hydro-elasticity(유탄성), Springing(스프링잉), Timoshenko beam(티모센코 보), Eigen
value analysis(고유치 해석) 

1. 서 론
최근 건조되고 있는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경향은 선체의 

고유 진동수와 입사파의 진동수가 일치하여 (=공진하여) 발생하
는 스프링잉 현상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대형 컨테
이너선의 경우 상갑판에 큰 개구부를 가지고 있어 비틀림 진동현
상은 종굽힘 또는 횡굽힘 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유주파
수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진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
다. 이로 인하여 응답스펙트럼의 꼬리부분인 고주파수 영역에 또 
다른 하나의 피크(스프링잉 현상)를 생성하며, 이는 선체의 피로
강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선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Bishop & Price(1979)는 선형 스트립 이론에 근거한 주파수 
영역의 해를 기반으로 하여 선박의 운동을 시간영역에서 일반화 

좌표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Jensen & Pedersen 
(1979)은 이를 확장시켜 주파수 영역에서 정식화된 고차 스트립 
법을 개발하여 입사파의 비선형성, 선박의 형상에 의한 비선형 
효과 및 비선형 유체력의 효과를 고려한 유탄성 해석에 적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유탄성과 2차 스트립 이론을 이용한 선박의 스
프링잉 해석의 기초 연구로서 기존의 선형 스트립 이론을 통해서 
구할 수 없는 2차항 수직방향 굽힘모멘트를 2차 스트립 이론을 
적용하여 작성한 스프링잉 해석 컴퓨터 코드(USPRIN)를 사용하
여 추정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계산의 결과를 Bishop & Price 
(1979)의 결과와 비교를 하여 그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2. 고유치 해석
본 장에서는 선박의 스프링잉 해석에 앞서 선박의 고유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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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고유 진동 모드를 구하기 위한 고유치 해석에 관해 기술하
였다. 선박의 고유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Bishop & 
Price (1979)에 소개되어 있으며, 본 장에서는 Cuthill & 
Henderson (1965)의 유한 차분법에 기반한 방법을 적용하여 해
석을 수행하였다.

선체를 Timoshenko 보로 가정하고, 길이가 인 한 구간에 
대해 힘과 변형관계를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는 
수직 방향 변위, 는 회전각, 는 전단력, 은 모멘트, 와 
는 보에 작용하는 수직 방향 하중 및 토크를 나타낸다. 고유치 
해석에서는 외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본 절에서는 외력 와 
를 0으로 설정한다. Fig. 1의  구간에 대해 힘과 모멘트 평형, 
그리고 힘과 변형 관계식을 정리하면 식 (1)~(4)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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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여기서, 는 단위 길이 당 질량,  는 질량관성모멘
트, 는 구조감쇠계수, 는 굽힘 강성, 는 전단 
강성을 나타낸다.

선체의 진동을 시간에 따른 조화 함수로 표현하면 식 (5)~(6)
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6)

따라서 식 (1)~(4)의 운동방정식은 식 (7)~(10)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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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 (7)~(10)을 와 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 식 
(11)~(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12)

Fig. 1 Force-deformation diagram for a section of 
Timoshenko beam

Fig. 2 Segmentation of beam
식 (7)을 Fig. 2와 같이 정의된 개 보 요소에 대한 유한 차

분법을 이용해 이산화시키면 식 (13)과 같다.

 ≈
∆ ∆ (13)

에 대한 식 (11)를 부터 구간까지 적분하여 근
사화하면

  ≈

 
 





      

(14)

로 쓸 수 있으므로 식 (14)로부터 식 (15)의 관계를 얻는다.

          
      (15)

여기서,
 ∆

 
 





(16)

이다. 보 양단    에서 자유단 경계 조건을 부여하여 식 
(15)를 식 (13)에 대입해 정리하면

  
     

(17)

가 된다. 여기서,

    
  ∆ ∆ 

(18)



이다. 전단력 에 대해 수행했던 과정을 회전각 에 
대해서도 수행하면
  
    

(19)

이 되며, 여기서

 


    

∆ 


(20)

이다. 식 (17)과 식 (19)을 수직 방향 변위와 모멘트에 대한 
행렬 형태로 정리하면

      
   (21)

이 된다. 식 (21)에 대한 고유치 해석을 통해 고유진동수와 고
유 모드를 얻는다. 본 방법을 근거로 작성된 변단면 보의 고유치
해석 컴퓨터 코드(UBEIN)를 이용하여 Uniform ship과 250K 
DWT tanker에 대해 구한 고유진동수와 mode shape은  5장의 
Table 2 및 Fig. 3에 USPRIN의 결과와 함께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3. 외력(External force) 계산
선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Geriritsma & Beukelman(1964)에 의

해 제안된 유체력을 고려하였다. 이때, 선체 길이 방향 단면의 
한 지점 에 가해지는 유체력은 다음 식 (22)과 같이 표현된다. 
이 유체력은 상대 수직 변위(식 (23))에 대한 힘으로서, 
Froude-Krylov force와 함께 선체의 운동에 의한 유체 방사력 항
과 입사파의 운동에 의한 유체 산란력 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침수 표면에 대한 유체력 계산을 위해 선체 단면은 Lewis form으
로 근사하였다.

 
 

 








 





(22)

  (23)

여기서, 는 단면의 부가질량, 는 단면의 유체
감쇠계수, 는 수선에서의 단면의 폭을 의미하며, 는 선
체 변위 와 수면의 높이 의 차로 정의된다.

위의 식 (22)에서 폭, 부가질량, 감쇠계수를 Taylor 시리즈 전
개법을 이용하여 식 (24),(25),(26)과 같이 전개하여 식 (22)에 
대입을 하면 비선형 항이 추가된 외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 (24)
≅ (25)
≅ (26)

3.1. Froude-Krylov force
앞서 언급한 식 (22)에서 Froude-Krylov force부분만을 전개

하여 나타내면 다음 식 (27)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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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27)에서 3차항 이상의 고차항을 제외하면 아래와 같
이 1차항과 2차항의 Froude-Krylov force를 각각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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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Smith의 수정 계수이며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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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Hydrodynamic force
제 3장의 식 (22)에서 Hydrodynamic force의 항을 전개하여 

1차항과 2차항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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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성보의 스프링잉 계산
선체에 작용하는 스프링잉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상대 수직 

변위(식 (23))가 적용된 2차 스트립 이론을 바탕으로 외력을 계
산해야한다(Jensen and Pedersen, 1979, Jensen, 2000). 또한 
선체를 Timoshenko 보 이론을 적용하며, 양단이 Free-Free 조건
일 때의 운동방정식은 다음 식 (33),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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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굽힘 강성, 는 전단 강성, 는 회
전각, 는 수직 방향 변위, 는 구조감쇠계수, 는 단위 길
이 당 질량,  은 질량관성모멘트, 는 단위 길이 당 
작용하는 외력을 나타낸다.

위의 식 (33), (34)의 해는 모드중첩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으
며, 회전각과 수직 방향 변위는 다음 식 (35), (36)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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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위의 식 (35), (36)을 식 (33), (34)에 대입하여 식 (33)에는 
를, 식 (34)에는 를 곱해주고 두 식을 서로 더하여 
Orthogonality relation (식 (37), (38))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 (39)를 구할 수 있게 된다.












 









  (39)
여기서,    이며 는 j번째 고유진동수를 나타낸

다.
위의 식(39)의 해는 아래의 식 (40)과 같이 1차항과 2차항으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외력()을 Froude-Krylov force
와 Hydrodynamic force의 1차항과 2차항으로 표현한다(식
(28),(29),(31),(32)). 따라서 수직 방향 변위 와 회전각 
 그리고 수직방향 굽힘모멘트(식 (41))는 입사파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40)
  (41)

5. 수치계산 조건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Bishop & Price(1979)에 소개된 예제 선박의 

계산 결과를 본 논문의 고유치해석결과 (UBEIN) 및 2차 스트립 
이론을 적용한 결과 (USPRIN) 와 비교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
였다. 계산에 사용된 선박은 Uniform ship과 250K DWT tanker
이며, 각 선체의 주요 제원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선박을 총 21개의 단면(station)으로 나누고 선체 길이 방향의 
중량 분포, 각 단면의 부력분포, 단면의 2차 모멘트 등은 문헌에 
소개되어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나 선체 폭과 흘수는 문헌에 
표시되지 않아서 적절히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various ships
Principal dimensions Uniform ship 250K DWT tanker

LBP[m] 100 350
B[m] 14.7 50
d[m] 1.4 21

Damping factor 0.002 0.002
Modulus of elasticity, E 2.1x1010 2.1x1010

Table 2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ies for uniform ship 
and 250K DWT tanker in air

Natural frequency , rad/s
Uniform ship 250K DWT tanker

Bishop & Price 12.66 4.00
UBEIN 12.69 4.02
USPRIN 12.62 4.06



Table 2에 공기 중에서 계산된 각 선박의 고유진동수를 나타
내었다. Bishop & Price의 결과와 UBEIN 및 USPRIN의 결과의 
차이는 1.5% 이하로 매우 작아서 서로 잘 일치함을 보였다. 또
한, Uniform ship의 2절 mode shape도 역시  Fig. 3과 같이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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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mode shape for uniform ship
(cross : Bishop & Price, circle : UB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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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ertical bending moment of Uniform ship and 250K 
DWT tanker at midship (11 station)

2차 스트립 이론을 적용한 수직방향 굽힘모멘트는 기존의 선
형 스트립 이론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또 하나의 급격한 피크치
를 발생한다. 위의 Fig. 4에서와 같이 Uniform ship에서는 조우
주파수가 5.52일 때, 250K DWT tanker에서는 조우조파수가 2.6
일 때에 2nd peak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체 속에
서의 2절 고유진동수와 공진하기 때문에 급격하고 커다란 peak
의 값을 가진다.

6. 결 론
선체의 스프링잉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수학적 정식화를 통

하여 수식을 설정하고 수치해석을 통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된 값들은 기존의 계산결과들과 비교하여 잘 일치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선형 스트립 이론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수직방향 굽힘모멘트의 2nd peak를 2차 스트립 
이론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었다. 또한, 상용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향후 파도의 입사각이 선수파 
이외에도 횡파나 선수사파일 경우에도 해석할 수 있도록 확장한
다면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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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ttice Boltzmann method is a modern method i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stly investigated on incompressible
flows. Although it has computational advantages comparing with conventional methods, the implementation of boundary
conditions should be deeply tested in every case especially once the curved or inclined boundary is in the subject. In this 
study, based on 2D and 9 discretized velocity vectors LB model, both standard bounce-back boundary conditions changed 
according to interpolation method. In addition, not only the algorithm of complex geometries has been presented, but also 
inclined boundary treatment with the angle of 15o, 30o, 45o has been analyzed as a preliminary study of curved boundary 
treatment.  
 
Keywords:  Inclined wall, Lattice Boltzmann Method, Bouzidi Interpolation method 
 
 

1. Introduction 
 

Since its introduction at 1988 (McNamara & Zanetti, 
1988), the lattice-Boltzmann method (LBM) has become 
one of the leading methods f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n conventional fluid dynamics methods (CFD), 
nonlinea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that characterize fluid 
flows solved on discrete elements, nodes, or volumes. In 
contrast, LBM uses fractious particles that stream along the 
given direction and collide at lattice point to characterize fluid 
flows. Having both a particle based structure and simplicity 
of formulation yields LBM crucial advantages, such as easy 
to implementation, adaptability on parallel processing 
systems (Mazzeo & Coveney, 2008) and handling with 
complex geometries. 

In the computational domain, the particles placing at the 
grid nodes may be defined with distribution function that 
denotes probability of collection of particles at a given 

position, direction, and time. Hence, the distribution function 
acts as a representative for collection of particles.  Using 
with the distribution function, macroscopic quantities, such 
as density, velocity, temperature and pressure, are able to 
obtain for each node. 
   Defining boundary conditions with regard to the problem 
has significant effect on LB simulations. Normal 
bounce-back conditions can be interpreted as either 
free-slip or non-slip boundary conditions (Inamuro, et al., 
1995).  Depending on the boundary description, either 
distribution reconstruction or distribution modification can be 
chosen. With distribution modification, the unknown 
distribution functions are obtained by some physical rules 
such as bounce-back rule, mass and momentum 
conservation law or their combination. In the case of curved 
boundaries, distribution modification approach need to be 
interpolated or extrapolated (Filippova, et al., 1997; Bouzidi, 
et al., 2001). 

In this study, using with the interpolation metho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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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d boundary conditions, generalized algorithm of 
inclined wall treatment that helps to get various results for 
different angles will be presented. 

 
2. Lattice Boltzmann Method 

 
The Boltzmann equation modifying with the single 

relaxation time, named as Bhatnagar Gross Krook (BGK) 
model (Bhatnagar, et al.,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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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ξ  defines particle velocity, λ defines relaxation time 
and ( )eqf  defines the equilibrium distribution function. 

In order to solve f  numerically, Eq. (1) needs to be 
discretized in the velocity space by using a finite set of 
velocity vectors ei (He & Lu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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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ine-velocity square lattice model,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D2Q9 (2D 9 velocity) model (Fig. 1), has 
been widely used for simulating two-dimensional flows. In 
the D2Q9 model; 
 

( )0,00 =e  
( )[ ] ( )[ ]( )ciiei 2/1sin,2/1cos ππ −−= ,  i=1-4 
( )[ ] ( )[ ]( ) ciiei 24/92sin,4/92cos ππ −−= ,i=5-8   

        (3) 
denotes the discretized velocity vectors. The equilibrium 
distribution function is given below for D2Q9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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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ighting factor given by 

9/40 =w  

9/1=iw ,       i=1, 2, 3, 4 
36/1=iw ,     i=5, 6, 7, 8.                  

(5)                  

 
Fig.1. Discrete velocities of the D2Q9 model 

In these expressions, the flow properties are defined as: 

Flow density:    ∑
=

=
8

0i
ifρ
                

(6a) 

Momentum:  ∑
=

=
8

1i
ii feuρ
  (6b) 

 
Discretizing Eq. (2) with the time step δ t and space δ x 

gives the lattice Boltzmann equation, 
 
( ) ( ) ( ) ( )[ ]txftxftxftttexf eq

iiiii ,,1,, )(−−=−++
τ

δδ
, (7) 

where tδλτ /=  , and x is a point in the discretized 
physical space. 

 
3. Boundary Condition 

 
3.1 Boundary Condition for Straight Wall 

 
Implementing the bounce-back condition is very simple, 

easy and efficient. In the standard bounce-back scheme 
(bounce-back at nodes), the wall placed at the lattice nodes, 
i.e. ∆=1 referred as a fraction of an intersected link in the 
fluid domain in Fig.2. 

FB
FW

=∆
    (8) 

 
First order accuracy is provided by standard scheme, to 



obtain a second order accuracy in the bounce-back scheme, 
an improvement called halfway bounce-back ( ∆ =1/2) 
condition required (Ziegler, 1993; Ladd, 1994). Halfway 
bounce-back condition formulated as: 
( ) ( )txfttxf i

i
,,

~
=+− δ                (9)         

where  ( )txf i ,
~

 denotes after collision step, and 
−

i denotes opposite direction of i. 
 

 
Fig.2. Wall position at the end of fluid domain 

 
3.2 Boundary Condition for Inclined or Curved Wall 

 
More realistic geometries i.e. curved or inclined 

geometries require high order accuracy. The difficulty for 
curved boundary, compared to that in straight boundary, are 
not only the boundary is not exactly located on the lattice 
point or in the middle but also the density or velocity cannot 
be obtained by conservation law like for the straight 
boundary. One of the interpolation methods (Bouzidi, et. al., 
2001) is used to get the unknown distribution functions 
coming from the curved boundaries. The philosophy behind 
this method is to apply bounce-back scheme plus the linear 
or quadratic interpolation for distribution function. In the 
proposed method, equations obtained by linear 
interpolation: 

( ) ( ) ( )txftxfttxf fifif
i

,
2

12,
2
1,

~~
−

−

∆
−∆

+
∆

=+δ
 

  for 2/1≥∆    (10a) 
( ) ( ) ( ) ( )txftxfttxf ffifif

i
,21,2,

~~
∆−+∆=+− δ  

   for 2/1<∆         (10b) 
 
 

4. Results 
 

The computational domain has been set up 
0.0025m×0.0025m square which divided into 100×100 
lattice nodes. Fluid domain has been set up 25×75 lattice 
nodes at initial time step. In order to calculate physical time 
step non-dimensional gravity was selected g=0.0025, and 

tδ  is calculated as a 0.00002s that used same for all 
cases .  Fig 3 shows the computational domain ,which has 
fluid part with red color and empty part with blue color, at 
initial time step. 

 
Fig.3. Computational domain at initial time step 

 
Prior to presenting the results of inclined wall treatment 

under free surface, the generalized algorithm must be 
clarified as shown in following statements. 

• Determine the closest particle distribution function 
to boundary node for all discrete directions. 

i. Flag initialization for all nodes; inside 
the obstacle for every discrete direction 
bb=1, outside the obstacle for every 
discrete direction bb=0 

ii. If (bb+fn)≠fn, it means fluid particles 
encounters obstacle. 

• If the fluid particle encounters the boundary node 
at next time step, calculate the ∆  values 
between boundary node and fluid node for each 
direction. 

i. According to discrete direction of 
particle, ∆  values have to be 
calculated via different formulation that 
derived from simple triangle 
geometrical rules. 

ii. Related with derivation process, a 
couple of constant value has to be 
calculated such as, 



 
Fig.4. Obstacle details 

( ) ( )iobsimja −−−= 5.0   (11) 
where, 11 cos/sin ββ=m   

22 135sin/sin ββ −= ob     
(12) 
 
where i, j is the coordinate of the 
closest point to the obstacle, and iobs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obstacle on 
the x-axis. 

iii. There are 3 discrete directions that 
encounter obstacle nodes. 
For velocity direction 8,  

2
ab×

=∆     (13) 
For velocity direction 1, 

( )
( )aj

iobsia
−−

−×
=∆

5.0
    (14) 

For velocity direction 4,  
a=∆      (15) 

• According to ∆ values, modify the fluid particle’s 
bounced distribution function with interpolation 
equations. 

Figures 5-7 display the free surface movement at 900, 
1500, 2500 and 3000 time steps along the inclined 
boundary that has various angles such as 45o, 30o, 15o. 

 
 

     
 (a)                      (b)         

   
             (c)                             (d)                         
Fig.5. Free surface movement for inclined wall angle 45o 

at (a)900, (b)1500, (c)2500, (d)3000   time steps 

   
(a)       (b) 

  
    (c)                   (d) 

Fig.6. Free surface movement for inclined   wall angle 
30o at (a)900, (b)1500, (c)2500, (d)3000 time 
steps 

   
               (a)              (b) 

  
(c)                           (d)    

Fig.7. Free surface movement for inclined   wall angle 
15o at (a)900, (b)1500, (c)2500, (d)3000 time 
steps 



 
5. Conclusion 

 
Presented study investigated the inclined wall treatment at 

different angles such as 45o, 30o, 15o to estimate the shape 
of free surface. In order to modify the boundary conditions, 
the interpolation scheme proposed by Bouzidi has been 
used. Smooth free surface shape can be obtained at high 
slope angle. 

 The proposed algorithm can be applied for every angle 
and size of inclined wall shape. However, it must be 
considered that the given algorithm just tested on the 
inclined boundary treatment. Therefore, validation must be 
needed to use it curved boundary treatment. After validation 
of curved boundary treatment, force evaluation process will 
b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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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격자를 이용한 KCS 선형의 파랑중 저항 증가 추정에 관한 
CFD 시뮬레이션

옥유빈(부산대학교), 허재경(DNV), 박종천(부산대학교), Hiromichi Akimoto(한국과학기술원)

CFD Simulation of Added Resistance around a KCS model in Head
Sea Using Overset Grids

Yu-Bin Ock, Jae-Kyung Heo, Jong-Chun Park, Hiromichi Akimoto 
요 약

선박의 운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9년 현재 약 1.06G-ton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3%를 차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IMO, 2009),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2013년부터 선박의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는 에너지 효율 설계 지표(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와 선박의 운용 단계에서 평가되는 에너지 효율 운항 지수(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EEOI)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IMO, 2011).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운항중인 선박의 저항 증가분으로 정의되는 부가저항을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가저항은 파랑중에서 파의 기진력과 선체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데 정수중 저항의 10%~30%까지 증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추정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성이 강한 파랑중에서 선체의 운동을 평가하고 저항 증가를 추정하기 위해 중첩격자를 이용한 CFD 시뮬
레이션 기술을 개발하였다. 중첩격자계는 복잡한 형상을 임의의 독립된 부분영역으로 분할한 후, 각각의 영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격자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선체 운동 해석과 같이 격자계간 상대 운동이 있는 복잡한 유동장 해석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개발된 시뮬레이션 기술은 KCS(KRISO Containar Ship)선형의 정수중 저항성능 해석에 적용하고, 격자 불확실성 해석(Grid 
uncertainty analysis)을 통해 격자계의 수렴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선형을 대상으로 파랑중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선체 운동의 응답 특성을 파악하고 추정된 정수중 저항을 바탕으로 부가저항을 산출하였다. 상기 개발한 시뮬레이션 기술의 타당
성 검토를 위해 저항 및 운동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KRISO(Gothenburg workshop, 2000)의 저항실험 및 Simonsen (2008)의
운동실험 결과와 각각 비교·검토하였다.

Keywords : Ship motion(선체 운동), Overset grids(중첩격자),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전산유체역학), Added resistance(부가저
항), KRISO Container Ship(KCS, KCS 선형) 

       

(a)                                              (b)   
Fig. 1. Motion simulation of KCS at Fn   in a wave o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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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회전류가 타각 변화 시 타 주위 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정재환, 백동근, 윤현식†(부산대학교), 김기섭, 백부근(한국해양과학기술원)

Nume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Rudder Inflow Induced by 
Rotating Propeller Flow for Various Rudder Angles

Jae Hwan Jung, Dong-Geun Baek, Hyun Sik Yoon, Ki-Sup Kim, Bu-Geun Paik

요 약

This study aims at numerically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rudder inflow induced by rotating propeller flow for 
various rudder angles. The rotating propeller of 6 blades and the semi-spade rudder are placed in numerical tunnel 
with a uniform flow condition to consider propeller-rudder interaction. In order to simulate flow around propeller and 
rudder, the turbulence closure model of the    model is employed for the three-dimensional unsteady 
incompressible viscous flow. The velocity fields and pressure distributions on the rudder surface are obtained 
according to rudder angles. Consequently, the distribution of the angle-of-attack of the oncoming flow against the 
rudder leading edge plays a role in determination of rudder performance and cavitation. 
Keywords: Propeller-Rudder interaction(프로펠러-방향타 상호작용), Angle of attack (받음각),  

1. 서 론
최근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로 인해 프로펠러와 방향타에 작

용하는 유체력 부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대형 유조선의 사고에 
의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추진기에 의한 조종성능 또한 중요
시 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펠러 주위 유동특성에 관한 연구 (Paik 
et al., 2005; Paik et al., 2007; Paik et al., 2010; Park et al., 
2011) 뿐만 아니라 방향타의 양력과 항력특성 그리고 캐비테이
션에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향타의 경
우 프로펠러 회전으로부터 생기는 복잡한 회전류에 놓여 작동하
게 되므로 방향타의 양, 항력 및 캐비테이션 특성을 연구하기 위
해서는 프로펠러-타 연계를 통한 추진기 주위 유동특성을 이해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로펠러와 방향타 주위 유동들의 상호작
용 연구를 위해 Molland Turnock(1992)는 풍동 실험을 수행 하
였으며, Krachat(1992)는 예인 및 공동 수조에서 양력과 항력을 
측정한바 있다. 

Paik et al.(2011)는 중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설치 된 프로펠
러와 방향타의 주위 유동을 PIV를 이용하여 가시화 하였으며 이

를 프로펠러의 반경별 위치에 대응하는 방향타의 각 섹션 위치에
서의 유입류의 받음각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받음각 산정은 방향
타의 스팬(span) 방향에 따른 단면설계와 캐비테이션 발생 위치
와 원인 파악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Paik et al. (2011)이 고려한 모델과 시험조건
을 동일하게 하여 프로펠러 회전류에서 작동하는 방향타에 대해 
타각 변화 시 타력 변화 및 타 주위에 형성되는 유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타
각 별 러더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만을 다루었다. 

2. 대상모형 및 해석조건
프로펠러 회전류가  타각 변화 시 타와 타 주위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대상 프로펠러와 러더는 한
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한 KP810과 H1이며 척도 1/28.5로 
고려된 모형이다. 프로펠러의 직경은 294.7mm, 날개 수는 6개, 
그리고 설계 전진비는 0.75이다. 평균 피치(pitch)비는 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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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비 0.75
입구유속 [m/s] 4.86
프로펠러 회전수 0.950

프로펠러 직경 [mm] 294.7
터널 내부 압력 대기압

Fig. 1 Propeller and Rudder arranged in the test section

이다. 방향타는 고정부와 가동부로 나누어진 혼-타(semi-spade 
rudder)이며 NACA64-421 단면을 사용하였다. 프로펠러와 러더 
연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형캐비테
이션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수치회류수조터널 내에 프로펠러
와 러더를 위치하였으며 설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해석 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프로
펠러 설계 전진비인 0.75를 시험 조건으로 고려하였으며 캐비테
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터너 내부 압력은 대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Analysis conditions

3. 수치해석방법
3.1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와 러더 주위 유동을 수치해석 하기 
위하여 유한 체적법에 근거한 범용 프로그램인 STAR-CCM+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되어진 지배방정식은 3차원 비정상 
비압축성으로써 연속(continuity) 방정식은 식(1)과 같으며, 난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을 레이놀즈 평균
한 방정식인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 방정식
은 식(2)와 같다. 




                                                 (1)






 
 
 






   
 







 ′′

  

(2)

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 는 시간, 는 유속, 는 압력,  
는 유체 점성계수이다. 식 (2)의 ′′는 레이놀즈 응력
(Reynolds Stress) 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대류항(convection term)과 확산항에는 2
차 상류 차분법과 2차 중심차분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3.2 해석영역 및 경계조건
KP810-H1 연계 해석하기 위해 고려된 격자수는 약 350만개

Fig. 2 Grid distribution

Fig. 3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



를 사용하였으며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프로펠러 주위 격자생성 
방법으로 분할격자기법을 이용하였다. 격자의 첫 번째 위치는 
  에 해당하는 위치를 고려하였으며 생성된 전체 격자 
형상은 Fig. 2에 도시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계산영역 및 경
계조건은 Fig. 3과 같다. Fig.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체가 들어
오는 입구영역에서 유체가 빠져나가는 출구영역까지의 거리는 
  ≤  ≤ 이며, 사각 회류수조 터널 형상을 고려
하였다. 

3.3 수치해석방법 검증

본 연구에서 고려된 수치해석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개 
모델인 KP505에 대해 프로펠러 단독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수치
계산을 통해 얻어진 전진비에 따른 추력, 토크 그리고 단독효율
은 실험결과(Fujisawa et al., 2000)와 비교하여 Fig. 4에 도시하
였다.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전진비 1.0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추
력계수는 3~5%의 차이를 보이며 토크계수는 5~6%의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실험결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Fig. 4 Comparison of thrust coefficient, torque coefficient 
and open water efficiency between EFD and CFD

4. 결 과
타각( ) 별 방향타 표면에서의  분포를 좌현과 우현에 대

해 Table 2와 3에 각각 나타내었다. 여기서  값은 
  ∞ 

로 정의되며 ∞는 유입구의 평균 압
력을 통해 얻어진다. Table 2와 3에 나타낸  분포의 범위는  
 ≤  ≤ 로 고려되어졌다. 양의 방향으로 방향타 회전

각이 증가할수록(방향타 끝날이 좌현쪽으로 향하는 경우) 좌현의 
방향타 하부에 작용하는 음압의 영역은 감소하며 우현의 방향타 
앞날 부근의 양압의 크기와 영역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음의 방향으로 방향타 회전각이 증가 시 좌현의 방향타 하부 
앞날 부근의 음압은 증가와 더불어 영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방향타 하부 우현의 앞날 부근의 양압의 영역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방향타 상부에 고정된 혼
은 타각 변화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압력 분포를 가진
다. 타각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은 압력 분포를 갖는 이유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 하류위치에서 프로펠러를 바라보았
을 때) 프로펠러의 회전류로 인해 상부와 하부에 유입되는 유동
의 입사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방향타 상부에서는 좌현 
에서 우현로 흐르는 유동이 유입되며 이와 반대로 하부에서는 우
현에서 좌현으로 흐르는 유동이 유입된다. 따라서 타각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 시 방향타 상부에서의 받음각은 증가하게 되며 하
부에서의 받음각은 감소하게 된다. 타각이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
게 되면 그와 반대가 된다. 본 결과를 통해, 프로펠러 회전류에 
의해 생기는 방향타의 압력분포 패턴이 전반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을 Table 2와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회전류가 타각 변화 시 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고려된 수치해석 기법의 검증을 수행하였
으며 타각 변화에 따라 방향타의 표면압력 분포를 관찰하였다. 
프로펠러 회전류에 의해 러더 상부와 하부에 유입되는 유동의 입
사각이 달라지게 되며 그 결과, 타각 변화 시 방향타의 좌현과 
우현에 작용하는 압력분포 패턴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력분포 외에 추가적인 결과들과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추
후 학회논문집에 투고할 논문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인 ‘친환경 추진

기 캐비테이션 성능 제어기술 개발’ 연구 결과의 일부이며 지원
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Kracht, A. M., 1992. Ship-propeller-Rudder Interaction. 

Proceedings,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peller and 
Cavitation, Hangchou, China.



           

        

Table 2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ccording to   at the port side

           

        

Table 3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ccording to   at the starboard side



Paik, B. G., Kim, J., Park, Y. H., Kim, K. S., & Kim, K. Y., 
2005. PIV Analysis of Vortical Flow behind a Rotating 
Propeller in a Cavitation Tunnel.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2(6), pp.619-630.

Paik, B. G., Kim, J., Kim, K. Y. & Kim, K. S., 2007. Study 
on the Three Dimensional Flow Characteristics of the 
Propeller Wake Using PIV Techniques.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4(3), pp.219-227.

Paik, B. G., Kim, K. Y., Kim, K. S., Lee, J. Y. & Lee, S. J.,  
2010. Analysis of the Unstable Propeller Wake Using POD 
Method.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7(1), pp.20-29.

Paik, B. G., Kim, K. S., Kim, K. Y., Kim, G. D. & Park, Y. 
H., 2011. PIV Measurements of Rudder Inflow Induced by 
Propeller Revolution in Hull Wake.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8(2), pp.128-133.

Park, H. S., Yoon, H. S., Kim, M. C. & Chun, H. H., 2011. 
Study on the Resultant Vorticity Numerical Model of the 
Propeller Wake.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8(2), pp.141-146. 
Molland, A. F. & Turnock, S. R., 1992. Wind Tunnel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Propeller Loading on Ship 
Rudder Performace. The Royal Institution of Naval 
Architects, London.

 



캐비테이션 침식 추정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 개발
박선호, 이신형(서울대학교)

Development of practical method for prediction of cavitation eorsion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unho Park, Shin Hyung Rhee(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In the present study, a practical method to predict cavitation erosion, which caused a critical damage on hydraulic
machineries, was developed. Impact and critical velocities were defined to develop a practical method for the 
prediction of cavitation erosion. To close the practical method,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was 
introduced. Cavitating flows with erosion in a converging-diverging nozzle (Keil et al., 2011) and around a hydrofoil 
(Dular and Coutier-Delgosha, 2009) were simulated by developed and validated code. From the simulations, the 
cavitation eros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CFD results, the cavitation erosion coefficient was 
derived by a curve fitting method. The cavitation erosion coefficient was formulated as the function of the cavitation 
and Reynolds numbers. A cavitating flow in an axisymmetric nozzle followed by radial divergence (Franc, 2009) was 
simulated to validate the developed practical method. For the application to a propeller, a cavitating flow around a 
propeller was simulated. Predicted damage extent showed similar with damaged full-scale propeller blade.

Keywords : Cavitation(캐비테이션), Cavitation erosion(캐비테이션 침식),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전산유체역학) 

1. 서 론
비정상 캐비테이션은 기계 시스템의 진동, 소음을 유발하고 

심지어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불안정한 기포의 
붕괴 시 매우 큰 압력 충격파가 발생하고 이러한 압력 충격파는 
표면에 침식을 유발하며 이를 “캐비테이션 침식”이라한다 
(Stephanis et al., 1997; Bark et al., 2009).

캐비테이션 침식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기포의 운동학에서부
터 재료에 대한 연구까지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실
험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진행되었고 최근 전산유체역학의 발달
과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달로 수치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Fortes-Patella et al. (2001)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압력 충
격파에 대한 재료의 반응 정도를 계산하였고, Schnerr et al. 
(2008)는 3차원 비틀어진 날개에서 기포가 붕괴될 때 발생하는 
압력 충격파를 계산하였다. Sedler et al. (2009)는 펌프의 임펠
러에서 기포가 수축될 때 발생하는 충격파 에너지를 계산하였고, 
Dular and Coutier-Delgosha (2009)는 계산된 침식 면적을 실험
과 비교하였다. Ochiai et al. (2009)은 캐비테이션 침식을 예측

하기 위하여 Eulerian 방법과 Lagrangian 방법의 커플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캐비테이션 침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캐비테이션 침식을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Fortes-Patella et al. (2001)은 
압력 충격파와 재료의 침식량이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알루미늄, 
구리,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실험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였다. 
Berchiche et al. (2002)는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이용하
여 연성 물질의 캐비테이션 침식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Duler et al. (2007)은 간단한 형상의 수중익형에 대해 
실험을 하여 수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Hattori and Kishimoto (2008)는 Vickers 경도와 침식율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였다. Szkodo (2008)는 Weibull 분포를 이용하여 
재료의 침식 정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였다. van Terwisga et 
al. (2009)은 물리적인 침식과정과 캐비테이션 침식 모델을 정리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캐비테이션 침식을 예측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법을 제시하였다. 실용적인 기법을 정립하기 위해 노즐과 수중
익형 주위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에 대해 CFD 해석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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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CFD 해석에는 소스 공개코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SNUFOAM-Cavitation (Park and Rhee, 2012, 2013; Park et 
al., 2012)을 사용하였다. SNUFOAM-Cavitation은 얇은 층, 초, 
구름형 캐비테이션에 대해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검증절차 없이 사용하였다.

2. 실용적인 방법 개발
기포가 붕괴될 때 강한 압력 충격파가 발생하고 이 압력 충격

파가 표면을 침식시킨다. 기포가 붕괴될 때 발생하는 충격파 속
도는 재료를 침식시키는 특정한 임계 속도 이상이 되면 재료의 
표면이 침식된다. 따라서 캐비테이션 침식 추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충격파 속도와 임계 속도를 정의하였고, 충격파 속도가 
임계 속도보다 큰 경우 캐비테이션 침식이 발생한다고 판정하였
다. 

2.1 충격파 속도

Plesset and Chapman (1971)과 Brennen (1995)는 비압축성 
유체에서 구형상의 기포가 붕괴될 때 발생하는 충격파 속도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1)

여기서, ρl은 액체의 밀도, △P는 평행상태일 때와 기포가 붕괴될 
때는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의 압력차이, γ는 기포 중심에서 물체 
표면까지의 무차원화 된 거리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캐비테이션은 기포 한 개라기보다는 기포의 집합체이다. 또한, 
이상균질 모델을 이용하는 전산유체역학에서는 캐비테이션이 여
러 개의 기포들로 표현되지 않고 한 개의 커다란 보오텍스 구조
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의 식을 그대로 사용하
지 않고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압력변화는 캐비티가 붕괴하여 유
체장에 전파되기 때문에 물체 표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이로 계산하였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캐비티가 떨어져 나
가는 한 주기 내에서의 값을 의미한다. 또한, 캐비티가 붕괴될 
때의 압력 변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변동 압력을 고려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RANS 기반의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평균화된 압력
값이 계산되었고 압력 변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Hinze, 1975).

  (2)

여기서, 아래첨자 m은 혼합류(mixture)를 나타내고, k는 난류 운
동에너지를 나타낸다. 압력의 계산은 RANS 방정식에서 계산된 
압력과 Hinze (1975)가 제안한 압력변동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위 식에서 밀도는 캐비티가 붕괴될 때의 물체 표면에서의 밀도를 
나타낸다. 캐비티가 붕괴될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압축성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Plesset and Chapman (1971)과 Brennen 
(1995)이 유도한 충격파 속도에서 밀도를 액체상의 밀도에서  혼
합류의 밀도로 변경하였고, 압력만의 변화가 아닌 압력과 밀도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리고 기포중심에서 물체 표면까지
의 거리를 나타내는 변수인 γ는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Cce)를 도
입하여 표현하였다. 새롭게 변경된 식은 다음과 같다. 



 
∆
  (3)

여기서,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는 계산영역에 정의된 압력
(reference pressure), 증기압력, 밀도, 점성, 속도, 길이, 캐비티 
방출 주기와 관련지을 수 있다. Buckingham pi 이론을 적용하여 
무차원화하면 3개의 무차원 수인 레이놀즈 수(Reynolds 
number), 캐비테이션 수(Cavitation number), 스트로우홀 수
(Strouhal number)가 유도된다. 스토로우홀 수는 캐비티의 방출 
주기와 관련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험데이터가 
부족하여 상수로 처리하였다. 레이놀즈 수와 캐비테이션 수에는 
공통적으로 속도가 포함되어 있고, 속도는 대표적인 비선형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를 포함한 함수와 캐비테이션 수를 
포함한 함수를 더하기나 빼기의 형태 대신 곱하기의 형태로 아래
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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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놀즈 수에 포함되어 있는 길이에 대해서는 캐비티의 크기로 
정의하는 것이 캐비테이션 유동장에서는 타당하나, 실용적인 방
법을 개발하는 본 논문의 목적 상 캐비티의 크기가 아닌 대상 물
체의 대표 길이를 사용하였다. 

2.2 임계 속도

유체가 매우 빠르게 물체의 표면과 부딪힐 때 유체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파가 발생한다. 이때, 유체에 대해 비압축성, 
등엔트로피 유동이라고 가정하면 임계속도를 정의할 때 온도를 
배제할 수 있다. 물체를 소성 변형시키는 임계속도는 다음과 같
이 유도할 수 있다(Lush, 1983).



 






 
 






(5)

여기서 PY는 재료의 항복강도이고, n과 B는 실험에서 얻어진 값
으로 각각 7과 300 MPa을 사용하였다. 

3. 계산결과
실용적인 방법에서 미지수는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로 수축-확

대 노즐과 수중익에 대한 캐비테이션 침식 유동장 계산을 통해 
결정하였다.

3.1 수축-확대 노즐

수축-확대 노즐의 형상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Keil et al., 
2011).


 

 (6)

여기서 x는 유동의 흐름방향을 나타내고, H는 노즐의 높이인 
0.05 m를 나타낸다. x/H = 0.3에서의 곡률 반경은 2.5로 정의된
다. 곡률에는 Fig. 1과 같이 사각형의 돌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돌기의 크기는 길이와 높이방향으로 각각 1 mm, 0.5 mm로 정의
된다. 수축-확대 노즐에 대한 캐비테이션 침식 관찰 실험은 
Darmstadt 대학의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이루어졌다(Keil et al., 
2011). 

Fig. 1 Problem description of converging-diverging nozzle
Fig. 2는 레이놀즈 수와 캐비테이션 수에 따른 얇은 층(sheet) 

캐비테이션의 무차워화된 길이와 실험결과(Keil et al., 2011)을 
나타낸다. 캐비테이션 수 6.05에서 실험보다 다소 길게 계산되었
다. 전체적으로 실험과 비슷하게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Sheet cavity length of converging-diverging nozzle
Fig. 3은 캐비테이션 수 5.45, 레이놀즈 수 3.5x105에서의 노

즐표면에서의 압력/밀도 변화를 나타낸다. 압력/밀도 변화에서 
압력은 RANS 기반의 계산에서 얻어진 압력과 변동압력을 고려
한 값을 나타낸다. 캐비테이션으로 인해 큰 압력변화가 관찰되었
다. 얇은 층 캐비테이션이 관찰된 영역보다 넓은 영역에서 압력/
밀도 변화가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실험에서 관찰
된 캐비테이션 침식 위치를 나타낸다(Keil et al., 2011). 계산에
서 유동장을 잘 구현했다는 가정을 통해 캐비테이션 침식이 관찰
되는 압력/밀도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압력/밀도 변화값을 식 
(3)에 대입하면 미지수인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를 계산할 수 있
다. 본 계산을 통해 레이놀즈 수 2.75x105, 3.5x105와 캐비테이
션 수 5.45, 5.7, 6.05에서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를 도출하였다.

Fig. 3 Pressure/density difference of converging-diverging 
nozzle



’

Fig. 4 Damage extent by cavitation erosion of 
converging-diverging nozzle (Keil et al., 2011)

3.2 수중익

Fig. 5와 같이 전연이 반원형상이고 후연은 삼각형 형상을 가
지는 수중익 주위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에 대해 캐비테이션 
침식 유동장을 해석하였다. 받음각은 5o이고 코드의 길이는 
0.1079 m, 스팬의 길이는 0.05 m이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두께
는 0.016 m이다. 캐비테이션 침식 관찰 실험은 Darmstadt 대학
의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이루어졌다(Dular and Coutier- 
Delgosha, 2009).

Fig. 5 Problem description of hydrofoil
계산은 레이놀즈 수 1.04x106, 캐비테이션 수 2.0에서 수행되

었다. Fig. 6은 수중익 표면에서의 압력/밀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압력의 변화에는 변동압력이 고려되었으며, 캐비티가 방출되는 1
주기에서의 압력/밀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서 캐비테이
션 침식이 관찰된 위치가 x/C = 0.78이기 때문에 캐비테이션 침
식 위치를 바탕으로 압력/밀도 변화를 계산하면 식 (3)의 미계수
인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Fig. 6 Pressure/density difference on hydrofoil surface

3.3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 결정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는 곡선 접합(curve fitting) 방법을 이용
하여 레이놀즈 수와 캐비테이션 수의 함수로 유도하였다. 수축-
확대 노즐과 수중익 계산에서 캐비테이션 수에 따른 압력 변화가 
지수함수와 같은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캐비테이션 수의 함수는 
지수함수로 선정하였다. 수축-확대 노즐의 실험(Keil et al., 
2011)에서 관찰된 캐비테이션 침식의 위치가 레이놀즈 수의 영
향이 크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산에서도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양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케일 변화와 관련된 레이
놀즈 수의 함수는 그 영향을 작게 하기 위해 로그함수를 사용하
였다. 곡선 접합 방법을 이용하여 유도된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
는 아래와 같다. 

  ×

  × ln
(7)

얻어진 추세선은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오차를 계산하였으
며, 계산된 오차는 0.999이다. 오차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
다. 

 

   ∑ 
∑    (8)

위 식에서 아래첨자 m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3.4 개발된 추정방법의 검증

개발된 추정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은 축대칭 노



즐에 대해 캐비테이션 침식 유동장을 수치해석 하였다. 축대칭 
노즐은 16 mm의 직경의 노즐을 위에서 아래로 유체가 흐르고 
높이가 2.5 mm인 원판으로 유동이 꺾이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캐비테이션은 꺾이는 부분에서 Fig. 7과 같이 발생한다. 

Fig. 7 Problem description of axisymmetric nozzle followed 
by radial divergence

레이놀즈 수는 7.75x105, 캐비테이션 수 2.1에서 계산이 수행
되었다. Fig. 8은 계산된 캐비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즐이 
꺾이는 부분에서 캐비티가 발생하고 후류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 Pressure coefficient contours of axisymmetric nozzle 
followed by radial divergence

Fig. 9는 노즐 표면에서의 압력/밀도 변화를 나타낸다. 계산된 
압력/밀도 변화와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를 이용하여 캐비테이션 
침식 길이를 예측하면 캐비테이션 침식이 0.03 m까지 발견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실험에서는 캐비테이션 침식이 0.032 m까지 
관찰(Franc, 2009)되었으며, 이는 계산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축대칭 노즐에 대한 계산을 통해 개발된 캐비테이션 침식 
방법을 검증하였다.  

Fig. 9 Pressure/density difference of axisymmetric nozzle 
followed by radial divergence

3.5 개발된 추정방법의 적용
개발 및 검증된 캐비테이션 침식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추진

기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침식을 해석하였다. 대상 추진기는 
KCS 선박의 추진기인 KP505로 선정하였다. 전진비 0.3, 캐비테
이션 수 1.5에서 계산하였다. Fig. 10은 추진기 날개 표면에서 
생성된 얇은 층 캐비테이션을 보여준다. 

Fig. 10 Cavity on KP505 propeller blade



Fig. 11은 개발한 침식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캐비테
이션 침식 위치이다. 계산된 위치가 실험에서 발견된 캐비테이션 
침식 위치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Pfitsch et al., 2009). 

Fig. 11 Predicted cavitation erosion extent on Kp505 
propeller blade

Fig. 12 Cavitation erosion on propeller blade (Pfitsch et 
al., 2009)

4. 결 론
캐비테이션 침식을 예측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캐비티가 붕괴될 때의 충격파 속도와 표면의 침식이 유발되는 임
계속도를 정의하였다. 충격파 속도의 미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전
산유체역학 해석을 도입하였다. 개발한 전산유체역학 코드를 이
용하여 축소-확대 노즐과 수중익 주위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을 해석하여 미계수인 캐비테이션 침식 계수를 레이놀즈 수와 캐
비테이션 수의 함수로 유도하였다. 개발한 캐비테이션 침식 예측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축대칭 노즐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침
식을 해석하였고,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정도를 검증하였다. 최
종적으로 개발한 캐비테이션 침식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추진기
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침식을 추정하였으며, 실제 캐비테이
션 침식이 발생한 모형 추진기와 유사한 위치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캐비테이션 침식을 추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은 추진기, 펌프, 터빈, 노즐 등의 유체기계에
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침식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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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선형 변화에 따른 파랑 중 부가저항의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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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y on added resistance in waves with 
variation of bow hul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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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파랑 중 부가저항(Added resistance in waves)을 저감하기 위한 의도로, 기존의 KVLCC2의 선수선형에 

Ax-bow와 Leadge-bow를 적용하고, 모형시험을 통해 파랑 중 부가저항의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선수선형변화에 따른 파랑 
중 부가저항의 작은 차이를 구별하고 계측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행해지던 파랑 중 모형시험과는 달리, 축척비가 
1/39.44 이고 길이가 약 8 m인 KVLCC2와 KVLCC2 선수선형변환 모형선이 사용되었다. 또한 순간적으로 계측되는 저항값을 저
감하기 위하여, 전후동요를 허용하는 파랑 중 부가저항 계측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모형시험은 설계속도에서 파진폭 대 
선장비가 1/200 이하이고, 파장 대 선장비가 0.3 에서 2.0 까지의 규칙파(Regular wave) 조건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저항, 상
하동요, 종동요 및 입사파변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결과로부터 선수선형변화에 따른 규칙파 중 부가저항의 특성을 분석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해상상태에 따른 실선의 유효마력(Effective horsepower) 저감량을 추정하고 선형별로 비교하였다. 
Keywords: KVLCC2, Variation of bow hull form(선수선형 변화), Added resistance in waves(파랑 중 부가저항), Effective horsepower 
reduction(유효마력 저감),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EEDI,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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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인선 기술 개발 현황
손석인(한국선급), 이재훈(한국선급), 이경우(한국선급), 노길태(한국선급)

Trend on Technology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Unmanned 
Vessels

Seok-In Sohn(KR), Jae-Hoon Lee(KR), Kyoung-Woo Lee(KR), Gill-Tae Roh(KR)

요 약

무인선 개발에 필요한 기술요소들을 국내·국외 기술 개발 현황을 통해 파악하고 현 무인선 기술의 한계와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무인선과
같은 특수선에 기존 친환경 선박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정 건조 guideline인 MIL-STD의 환경적 세부 항목을 정리해봄으로써 무인
선에 요구되는 환경적 기술요소를 파악하였다. 또한, 미래형 함정의 특징과 잠수함 기술을 분석하고 친환경 무인선에 접목시키기 위한 기술요소
들을 나열하였다. 

Keywords : 친환경 선박, 무인선, 연료전지 AIP 

1. 서 론
무인선은 미국, 유럽 연합 해군 등에서 기존의 수상함과 잠수

함의 작전을 지원하고 승조원의 안전 확보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하여 위험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넓은 작전반경과 다양한 임무 수행이 인명 피해없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 생태 조사, 쓰레기 
해양 투기 및 불법 어로행위 감시용으로 유인선박을 대체하는 무
인선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천안함 사고 이후 군용목적으로 
해상에서의 초계임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감시 및 정찰에 대한 다목적이고 저소음, 친환경의 무
인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진수, 목표지점 도
착, 미션 수행, 회수의 과정을 반복하기에는 현재 무인 수상선에 
적용되고 있는 동력원으로는 운용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며  높은 
피탐률로 인해 작전 수행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광역적인 감시 및 조사용으로 무인선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장시간동안 미션 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건조비 저감, 해양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무인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무인선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을 무인선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나열
하고 향후 친환경 무인선의 개발 전망을 조명하고자 한다. 

2. 무인선 개발 현황
국내·외 개발된 무인선의 현황을 통해 동력원, 선속, 선체길이 

등 보편적인 무인선의 사양을 알아보고 현재 무인선이 가진 문제
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친환경 무인선의 필요성을 예측하였다. 

2.1 국내 기술 개발 현황
 2.1.1 IT를 이용한 자율운항제어 무인선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그동안 유인선박이 수행하던 해양조사․
해양감시 등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지능형 무인선 
개발 과제를 시작하였다. 무인선 개발은 2011년부터 2015년까
지 2단계에 걸쳐 실해역에서 자율적으로 충돌회피가 가능한 자
체운용 및 선박 탑재형 무인선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11-'13년간은 최적의 선체모형 및 무인선 자동 회수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항기술 및 원격 선박통제 제어기술 등 원
천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제품 및 
회수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해역 성능시험 등 제품화를 통해 본격
적인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운용범위 16km 이내에서 최대 
시속 90km로 운항 가능하고, 파고 2.5m의 해상환경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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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연료전지 기반 무인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연료전지 기반 무인선은 수질환경

모니터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연료전지 무인 수상선 개발에 앞
서 full parametric modeling 으로 시스템에 탑재되기 위해 필요
한 사이즈와 무게를 고려한 선체를 개발하여 선형 설계의 유연성
을 확보하였으며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
록 선형이 설계되었다. 

 향후 장시간 운항으로 인한 연료전지 효율성과 다양한 운항
조건에서의 연료전지 출력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 시
스템이 구성되었고 이로 인해 운항 중 연료전지 무인선의 운동 
특성 또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었다.

Fig. 1 Fuel cell propelled unmanned boat
 연료전지 과도응답 특성 실험을 통해 전압 강하로 인해 연료

전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하 조건을 찾았으며 부하 변동 시나
리오를 확보한 상황이다. 현재 장시간 운항 테스트를 통해 기존 
소형 무인선보다 임무 수행 시간이 증가됨을 리튬폴리머 효율과 
비교할 예정이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우, 공기공급시스템과 냉각시스템, 폐열
회수시스템, WTS(Water Treatment System) 설계에 따라 효율의 
차이가 생긴다. 또한, 겨울철 해수 온도를 감안한 결빙 및 동파 
방지 설계는 수소 및 공기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중요한 설계 요
소이다.

2.2 국외 기술 개발 현황

 2.2.1 RMS(Remote Mine hunting System)
무선 원격 조정식 대기뢰전용 반 잠수식 무인선으로써 디젤 

추진 동력으로 동체 전체 잠수 및 공기 흡입 장치만 수면에 노출
된다. RMS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length (m) 7
displacement (kgf) 6,300
diesel engine (HP) 370

maximum speed (knots) 10

Table 1 RMS specification

 2.2.2. Roboski 
항만감시, 마약탐색, 유전설비보호, 전투 등의 임무 수행을 하

는 다목적용 무인고속정으로 카메라를 탑재하여 작전해역의 적
함정 전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함에 전송한다. 길이 7m인 무인
고속정은 30knots의 선속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2.2.3. Owl 
90suseo 중반 페르시아만 해역에 투입되어 기뢰전, 연안전투

작전, 대잠전, 특수전 등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안 대표적인 
미국의 무인 고속정이다.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채택하여 기동성
을 높였다. Owl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length (m) 3
displacement (kgf) 500
gas engine (HP) 155

 endurance (hour) 10
maximum speed (knots) 6 knots

Table 2 Owl specification

국내·외 무인선 개발 현황과 같이 국내의 무인선 개발에 비해 
국외 무인선은 해당 해역의 작전 목적에 맞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항속시간에 대한 고려와  적함의 공격 대비
및 낮은 피탐률 확보를 위한 선체 설계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
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세부 기술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세부 기술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3. 무인선에의 친환경 선박 기술 적용
 
이 장에서는 무인선과 같은 특수선에 기존 친환경 선박 기술

을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함정 건조 guideline인 
MIL-STD의 환경적 세부 항목을 정리해봄으로써 무인선에 요구
되는 기술요소를 알아본다. 



3.1 친환경 선박 기술 적용의 필요성
일반 상선의 경우, 환경규제에 대응한 EEDI 지수에 따라 선박 

운항을 제한한다. 하지만 함정의 경우, 아직 EEDI 내 reference 
line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규제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있
다. 다만, MIL-STD 810F 표준에 준하여 함정 선체 내 군수품의 
시험을 통해 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인선을 포함한 함정
의 경우, 친환경성보다는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함정 또한 ESD(Energy Saving 
Device)와 같은 추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
며 동시에 환경적인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1.1 MIL-STD-810 F
MiIL-STD-810F는 함정 건조시 해상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아 

운항에 어려움을 있을 가능성을 최소한 줄이고자 재정된 시험 표
준이다. 예를 들어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Mine Disposal 
Vehicle) 건조시 MIL-STD-810F 적용한다면 표 3과 같은 환경시
험을 해야 한다. 

Temperat
ure & 

humidity
high temp., low temp., rapid 

change of temp. change, 
humidity test

MIL-STD-
810F

Salinity collision MIL-STD-
810F

Shock non-contact UNDEX shock 
load MIL-S-901D

Vibration full aseismicity MIL-S-167-
1A

EMC EMI & EMS test MIL-STD-
461F

Table 3 Environmental test

위와 같은 환경시험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 함정의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시험이며 함정 보호를 위함이다. 이와 
반대로 장시간 운항과 동력원 채택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정이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기
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술요소들은 다음 장에서 간
략히 소개한다.

3.2 친환경 기술 개발 현황
3.2.1 미래형 함정 선형

무인선을 포함한 함정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미래형 함정은 
전투시나리오 혹은 전략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개발이 이루어 지
고 있고 그와 동시에 선체 길이와 설계 속도 및 전투 임무에 따
라 다양한 선형과 ESD를 장착하고 있다.

Fig 2 Naval ship hull form and ESD 

3.2.2 잠수함 기술 
평시활동, 감시활동, 억제활동, 국지적 해양거부 활동 등과 같

은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의 경우, 표 4와 같이 기존 209급 잠
수함과 212급 잠수함의 장점만으로 설계한 214급 잠수함은 총 9
척이 건조되며 특히 은밀성을 강조한 친환경 연료전지 기반 
AIP(Air Independent)시스템이 보조 추진체로 탑재된다.

 

Class 209 submarine Class 212 submarine
high performance 

conventional propulsion
advanced fuel cell AIP 

propulsion
low detection probability permernant magnet electric 

motor
long range sonar signal decrease
multiple arm high automation

Table 4 Class 214 submarine 

연료전지 AIP 시스템은 기존 잠수함 잠항시간 대비 3-4배 연
장시켰으며 공기공급이 필요없어 수면 노출 확률을 줄인다. 또
한, 액체 배출물은 함내 저장하며 기체배출물은 해수 용해 배출 
혹은 고압 압축 배출하는 기존 잠수함과 비교해 연료전지 AIP 시
스템은 배출물이 물을 제외하고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친환
경적이라 할 수 있다. 표 5는 현재 잠수함에 적용된 hybrid 
propulsion system 운용개념을 나타낸다.

Operation scenario Power source
move/return out of operation sea 

area diesel-storage battery
low speed in patrol in operation 

sea area AIP
high speed in combat in operation 

sea area storage battery

Table 5 Operation concept of hybrid propulsion system 

이미 발트해 연안국은 운용중이지만 향후에는 full AIP system
으로 주추진과 연료전지 기반 AIP, 디젤-축전지로 보조추진  운
용을 채택하여 출력한계를 극복하고 연료/산소저장량을 수용해



야 한다. 함 균형설계가 필요하며 무인선의 경우 machinery 
arrangement space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stability를 고려한 
최적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표 6와 같은 제원의 연료전지 시스템
을 한국형 무인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듈 내부 전압 특성, 응
결수 배출 방법, 성능 시험 등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cell size (mm) approximately 400×400
cell No.(unit) 72

specific power (kW/cell) 0.47
power (kW) 34
size (mm) 1,430×470×470

weight (kgf) 650 
applied vessel 212 class

Table 6 Siemens module

3.3 친환경 기술 요소
NOx 발생량은 고체, 액체, 기체 연료 중 고체연료가 가장 많

으며 기체연료는 공기와 혼합이 잘되고 연소시간이 짧은 장점을 
가진다. NOx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소 함유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고체 연료를 액체 또는 가스화 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일러의 연소공기를 감소시키고, 연소영역에서의 과잉
공기를 감소시켜 NOx 발생을 억제하거나 연소용 공기온도를 내
리면 연소 온도가 저하하여 NOx 생성이 저감된다.

연료 개선과 연소 기술 개선을 제외한 친환경 기술로는 저항
성능을 고려하여 연료소비율을 낮추는 선형 최적화와 ESD가 있
으며 소해함에 적용된 Voith Schneider propeller와 같은 저속 운

용에 적합한 프로펠러의 개발도 친환경 기술에 속할 수 있다.

4. 결론
무인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전투력 향상 기술 

개발과 친환경 무인선 기술 개발은 다른 목적을 취하지만 친환경 
기술로 인해 운항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친환경 
기술이 전투효율 향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고효율, 저중
량, 유지보수의 용이함 등 해결 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운
용 목적에 맞게 친환경 선박 기술을 무인선에 적용한다면 국방력 
강화와 원천 기술 확보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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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각종 기후변화 협약 및 IMO 규정과 같이 온실 가스 및 배기 배출물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일에만 의존하고 있는 선박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각 조선선사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활용하여 높은 출력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주 동력원으로
활용한 원자력 추진선박에 대한 개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으며, 원자력 추진 적용에 적합한 선종을 평가해 보았다. 나아가
대형화 및 고속화 됨에 따라 높은 엔진 출력이 요구되는 컨테이너선에 원자력 추진체계 적용을 가정한 뒤,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및 LCC(Life Cycle Cost)기법을 적용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향후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Nuclear Powered Ship(원자력 추진선박), Economic Evaluation(경제성 평가), New Propulsion System(신추진체계),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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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글로벌 선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물류 

합리화를 위해 선박의 대형화와 초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60년대의 제 1세대 컨테이너선은 일반화물선을 개조하여 
1,000TEU미만이었으나, 2000년대 초 8,000TEU급까지 
성장하였고 2000년대 이후 10,000TEU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개발/건조되고 있다. 선박이 대형화, 
초고속화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엔진 또한 대형화 되고 
있지만 주 연료를 오일에만 의존함에 따라 높은 연료비와 
많은 양의 배기 배출물 및 온실가스가 문제시 되고 있다. 
각종 Rule 및 Regulation을 통해 배기 배출물 및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있으며 2016년 발효되는 Tier-Ⅲ(IMO)에 의해 
NOX 배출량을 현재 대비 약 20% 수준으로 줄여야 함에 
따라 각 조선선사들은 배기 배출물 및 온실가스 저감장치 
개발과 현재까지 오일에만 의존하고 있던 선박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변환 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기규제 및 선박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고온고압의 증기를 활용하여 높은 출력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주 
동력원으로 활용한 원자력 추진선박에 대한 개발 타당성 

및 원자력 추진 적용에 적합한 선종을 AHP 기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대형화 및 고속화 됨에 따라 높은 
엔진 출력이 요구되는 대형 컨테이너선에 원자력 
추진체계 적용을 가정한 뒤, LCC 기법을 적용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향후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AHP 

 
원자력 추진선박 개발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원자력 

추진 적용에 적합한 선종을 선정하기 위해 AHP기법을 
적용하였다. AHP는 계층분석법으로 의사 결정의 전 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Matrix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단계별로 분석 해결하는 의사 결정법이다. AHP 기법의 
절차는 Fig. 1과 같다. 

 

 
Fig.1 Process of AHP analysis 

 
2.1 원자력 추진선박 개발 타당성 

 
원자력 추진선박 개발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현재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선박의 주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디젤과 선박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 LNG와 원자력 추진을 
AHP 기법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AHP 분석을 위해 Criteria 
및 Alternative를 선정하고 각 가중치 및 분석결과는 Table 1, 
2와 같다.  

신추진체계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연료비로 
가장 높은 가중치(0.36)를 주었으며, 다음으로는 
설치비용(0.22), 환경오염(0.21), 안전성(0.13), 
설치용적(0.06), 효율(0.03) 순이다.  

 
Table 1 Criteria & Alternative for nuclear powered ship 

feasibility study 
                 Alternative 

Criteria Diesel LNG Nuclear 

Efficiency (0.03) 0.20 0.60 0.20 
Safety (0.13) 0.58 0.31 0.11 
Environment (0.21) 0.12 0.23 0.65 
Fuel cost (0.36) 0.08 0.26 0.66 
Installation Volume (0.06) 0.54 0.16 0.30 
Application cost (0.22) 0.43 0.43 0.14 

 
Table 2 Results of AHP for nuclear powered ship 

feasibility study 
 Diesel LNG Nuclear 

Value(%) 26 30 44 
 
다양한 변수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디젤, LNG, 원자력에 

대해 신추진체계 개발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이 
44%로 가장 높은 타당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LNG, 디젤 
순으로 나타났다. 
 

2.2 원자력 추진 적용 선종 선정 
 

원자력 추진을 적용할 선종을 선정하고자 조선 및 해양 
분야에서 총 5가지 선종을 선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AHP 
분석을 위해 Criteria 및 Alternative를 선정하고 각 가중치 및 
분석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원자력 추진을 적용한 선종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연료비로 가장 높은 가중치(0.40)를 주었으며, 
다음으로는 운항일수(0.24), 시장수요(0.15), 운영비 
역전시점(0.15), Port 접근선(0.07) 순이다. 

 
 

Table 3 Criteria & Alternative for nuclear powered ship 
type 
 Container Drillship Icebreaker Arctic LNG FPSO 

연료비  

(0.40) 0.29 0.16 0.25 0.18 0.12 

운항일수  

(0.24) 0.17 0.28 0.17 0.10 0.28 

Port 접근성 

(0.07) 
0.09 0.30 0.16 0.16 0.30 

시장수요 

(0.15) 0.37 0.21 0.11 0.11 0.21 

운영비  
역전시점(0.15) 0.26 0.26 0.26 0.14 0.08 

 
Table 4 Results of AHP for nuclear powered ship type 

 Container Drillship Icebreaker Arctic LNG FPSO 

Value(%) 26 22 21 14 18 
 
5가지 선종에 대한 원자력 추진 적용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대형화와 고속화에 따른 높은 연료비가 
요구되는 Container가 26%로 가장 높은 적합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Drillship, Icebreaker, FPSO, Arctic LNG 순으로 
나타났다.  

 
3. LCC 

 
원자력 추진선박의 경제성을 확인하고자 LCC(Life Cycle 

Cost)기법을 통해 평가해 보았다. LCC는 생애주기비용으로 
대상체의 기획, 설계, 제작, 유지관리 및 사후처리비용등과 
같이 전 수명 동안의 소요비용을 말한다. LCC 기법에선 각 
연수에서의 소요비용을 일정한 시점의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총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분석한다. Fig. 2에서 LCC 
Analysis의 절차를 보여주며, Table 5는 LCC Analysis를 위한 
기본 가설이다. 

 

 
Fig. 2 Process of LCC analysis 



Table 5 hypothesis of LCC analysis 
Item hypothesis 

Life expectancy 25 years 
Rate of discount 4, 8% 

Inflation rate 3, 5, 7, 10% 
Fuel cost Reference 

 
선박의 Shipping Cost는 크게 초기비용, 운용비용, 

연료비용으로 구성되며, 운용비용은 승조원비, 선체보험료, 
수리유지비, 선용품비, 일반관리비, 항비, 폐선처리비로 
세분화 된다. 
 

3.1 CAPEX 
 

선박의 CAPEX에는 초기설계비용 및 건조비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선박 및 추진체를 
활용한다 가정하여 초기설계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선박 
건조비의 경우 신조선가  D/B를 활용하여[1] Target 선박인 
13,000TEU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가를 예측하였으며, 
원자력 추진체는 육상용 발전기의 발전단가(Cost per 
kWe)를 통해 Target Power(85MWe)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였다[2]. 

 
∙ 신조선가: 1,400억원(엔진 포함) 
∙ 원자력 추진체: 5,300억원(66억원/MWe) 

 
3.2 OPEX 

 
선박의 OPEX에는 승조원비, 선체보험료, 수리유지비, 

선용품비, 일반관리비, 항비, 폐선처리비가 포함된다. 각 
항목에 대한 비용은 컨테이너선 용량에 따른 OPEX D/B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1]. 원자력 추진선박의 경우 
디젤추진선박과 다르게 폐선처리 시 폐로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요구되며, 약 $ 45million 정도이다[3]. 
폐로처리비용은 선박의 수명이 다한 뒤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원자력 추진선박과 타 추진선박 간의 경제성 
평가 비교를 위해 선박의 운영 초기단계에 고려하였다. 
Table 6은 13,000TEU 컨테이너 선박의 OPEX를 보여준다. 
 

Table 6 OPEX Cost of 13,000TEU Container ship 
 [억원] 

비용항목 Nuclear Diesel LNG 
승조원비 15.0 11.0 11.0 

선체보험료 56.7 23.7 23.7 
수리유지비 14.7 14.7 14.7 
선용품 및 

소모품 4.6 4.6 4.6 

일반관리비 2.0 2.0 2.0 
항비 38.5 38.5 38.5 

폐선처리비 517.0 - - 
 

3.3 Fuel Cost 
 

화석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연료가격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선박이 대형화 및 고속화 됨에 따라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되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연료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디젤 및 원자력 추진에 따른 연간 연료비는 표 
7에서 보여주는 엔진의 사양을 고려하여 산출 
하였다[2],[4]. 오일가는 총 3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커브를 통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5].  

 
∙ 시나리오 1: 원전 완전 폐쇄에 따른 오일가 상승 
∙ 시나리오 2: 원전과 화력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오일가  

안정 
∙ 시나리오 3: 세계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 오일 사용량 감소에 따른  
오일가 하락 

 
Fig.3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오일가 변동을 보여준다. 
 
Table 7 Engine Specifications 

 Diesel Nuclear 
Power(MWe) 85 
SFOC(g/kWh) 177.0 - 

Daily Operating 
hour(hr/day) 24 
Service day 
(day/year) 320 
Oil Price Reference $8/MWh 

 

 
Fig. 3 World primary oil price by scenario 

 
3.4 LCC Calculation of Shipping Cost 

 
선박의 LCC 분석을 위해선 실질비용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명목 비용으로 변환한 뒤 이를 다시 현재의 



현금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N년 후의 미래 
가치가 FV, 할인율이 i 일 때, 이 비용을 현재의 가치(PV)로 
환산하는 공식은 (1)과 같다. 

FV
i

PV n ´+
=

)1(
1

                                                (1) 
 

3.5 Results of LCC 
 

디젤 및 원자력 추진 선박의 LCC 분석을 통해 선박의 
평균수명 25년 동안의 비용을 산출하여 현가누계 역전 
시점을 확인하였다. 선박의 OPEX중 가장 많은 비중(약 
91%)을 차지하는 Fuel Cost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현가 할인율 4%, 물가변동률을 3%로 가정하였을 시 디젤 
및 원자력 추진 선박의 현가누계 역전 시점은 오일가 변동에 
따라 약 9.4~11.1년으로 나타났다.  25년 뒤 운용비용 
차액은 약 6,500~10,400억원/년이 된다. Fig 4는 연간 
운용비용 차액을 보여주며, Table 8은 오일가 변동에 따른 
LCC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4 Comparison of Shipping cost between Nuclear and 

Diesel Propulsion 
 
Table 8 Results in accordance with Oil price 

 Current Policies New Policies 450 Scenario 
운용비 

역전시점(년) 9.4 10.1 11.1 
운용비 차액(억원) 10,430 8,603 6,495 
 
경제성 평가에 있어 가정된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물가상승률 및 현가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가할인율 4, 8%, 물가변동률 3, 5, 7, 
10%로 총 8case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및 
현가할인율 변동에 따라 현가누계 역전 시점은 약 

7.7~12.9년으로 나타났다. 운항비용 차액은 
3,000~26,500억원/년로 나타났다. Table 9와 Fig. 5, 6은 
물가변동률 및 현가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이다. 

 
Table 9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현가할인율 4% 8% 
물가변동률 3% 5% 7% 10% 3% 5% 7% 10% 

운용비 
역전시점(년) 9.4 8.4 7.8 7.7 12.9 10.7 9.4 9.2 

운용비 
차액(억원) 10,430 16,450 24,728 26,547 3,037 6,235 10,525 11,452 

 

 
Fig. 5 Sensitivity analysis(Rate of discount: 4%, Inflation 

rate: 3, 5, 7, 10%) 
 

 
Fig. 5 Sensitivity analysis(Rate of discount: 8%, Inflation 

rate: 3, 5, 7, 1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추진체계 개발 및 적용 선종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AHP 기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적용 시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LCC기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배기 규제 및 선박 에너지의 패러다임 변화가 신추진체계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원자력이 신추진체계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선박으로는 고속화 및 
대형화에 따라 많은 연료비를 요구하는 컨테이너선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평가시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자 현가 할인율 및 물가상승, 연료비 변동 등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운용비용 역전 시점은 
최소 7.7년에서 최대 12.9년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운용비용 
차액은 최대 26,500억원/년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추진체계로서의 원자력 추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원자력 추진의 연료 
교체비용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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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노 맵을 이용한 LSA 설계 방법 연구
강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요 약

해상에서 조난 사고 발생시 활용을 목표로 하는 LSA(Life Saving Appliance)의 설계는 사용환경이 되는
사고 및 LSA를 운용하는 사용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환경을 고려한 사고시나리오의 구
성이나 사용자의 특성은 구체화된 요구사항으로 정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설령 요구사항이 구체화된
다고 해도 설계 과정 중에 각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다시 요구사항이 반영된 설계 결과가 어떻
게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아 설계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 결과를 일목 요연하게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설계 절차를 포함한 효과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본 프로시딩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는 LSA의 설계를 위해 카르노맵(Karnaugh
map)을 활용한 설계 방법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설계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LSA의 설계를 진행해 보았
다. 그 결과 초기 설계 결과를 개선하는 과정을 카르노맵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LSA, Design, Karnaugh map, Design Process, Accident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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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시스템을 위한 선체 유지보수 데이터 구조 설계 
박개명, 김경태, 길우성, 이정렬 

 
Design of Data Structure for Hull Maintenance  

in a Ship Management System 
Park Kaemyoung, Kim Kyoung-tae, Kil WooSung, Lee Jeongyoul  

 
 

요 약 
 

선박을 소유한 선사와 선박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사는 선박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선박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유지보수의 대상은 선박 내에 설치된 다양한 기자재들이다. 그러나, 선체에 대한 정보는 조선소에서 하드카피로 제공되어
선박에 비치되어 관리될 뿐 전산화된 데이터로써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박관리시스템에
선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선체 유지보수 기능을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관리시스템
내에서 선체 유지보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선체 데이터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선체 데이터 구조는
선박의 운항 관리 및 검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Keywords:Ship Management System(선박관리시스템), Hull Maintenace (선체 유지보수) 
 

1. 서 론 
많은 대형선사는 선박 내에 설치된 기자재의

정비를 위해서 선박관리시스템 활용하고 있다. 
선박관리시스템이 주로 제공하는 기능은 비용
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비 계획 수립, 본선
청구, 구매 및 검수 지원 기능 등이다.  
지금까지 선체 정보 관리에 대한 연구는 조

선소의 생산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보고되
었다. 설계 도면을 이용하여 교환되던 선체구
조 설계 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모델을 이용하
여 저장하여 도면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KiM & Lee & Seo). 그리고 함
정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에서 일부 선체 데이
터를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Oh & Shin, 
2009).  이 연구에서 함정에 작업분할구조인 
SWBS(Ship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념
을 적용하여 함정의 100 개의 어셈블리 컴포
넌트로 구성된 6 개의 그룹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6 개의 그룹 중 1 개의 그룹을 선체 구
조 정보가 저장된다. 
지금까지 선체 정보 관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선체의 

유지 보수와  검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선박의 안전 운
항을 위해서는 선체 유지보수 및 검사의 목적에 맞는 

선체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다. 선체 데이터 구조가 정립
되면 선박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체의 유지 보
수를 지원하는 기능을 선박관리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선체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선체 데이터 유지보수 자료구조인 DSHM( Data 
Structure for Hull Maintenance)를 제안하고자 한
다. 제안하는 DSHM은 선체 관리와 선체 검사 
업무를 고려하여 정의되었다.  
 

2. 선체 유지보수 데이터 구조 설계 
선체 유지보수 데이터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
다. 첫째는 기존의 선박의 장비를 관리하는 방
식이다. 즉, 둘째는 선급에서 선체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선체 유지보수를 하는 선박정보관리
시스템은 선박 내에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선
박 관리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선체 관리 결
과를 선급에 제출할 때 필요한 정보를 모두 관
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선체 유지보수 데이터 구조를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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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데이터 구조 개념 설계 
선체 데이터 구조를, Table 1과 같이, Hull Master
와 Survey Master라는 그룹으로 구분하여 선체 
데이터 검사와 검사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였
다. 이 그룹의 하위에 각각 선체와 검사에 필요 
테이블들이 정의된다. 그리고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Maintenance 그룹
을 정의 하였다. Maintenance 그룹의 하위 테이
블은 다른 두 그룹의 테이블을 참조한다.  

 
Table 1 Description of Hull Database 

Name Description 

Hull Master 
선체 유지보수를 위한 선체의 명칭 / 구획 

등을 분류한 Code를 담고 있는 테이블의 
모임 

Survey Master 선체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내용 및 항목들을 
분류한 Code를 담고 잇는 테이블의 모임 

Maintenance 
Hull Master 그룹과 Survey Master 그룹의 

테이블을 이용하여 실제 선체 유지 보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테이블의 모임 

 
DSHM의 세 그룹이 담고 있는 정보의 종류가 
Fig. 1에 나타나 있다. Hull Master 그룹에는 
WATER BALLST TANK, PEAK TANK, 1st Member 
등의 정보를 가진다. Survey Master 그룹은 
Thick Measurement, Annual Survey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Maintenance 그룹은 계
획정비, 검사, 수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Fig. 1 Conceptual Model of Data Structure 

 

2.2 데이터 구조 설계 
선체 유지보수 데이터 구조 개념 모델을 분석하
여 추출한 Data Entity와 각 Entity에 포함되는 
속성들을 추출하였다.  
아래의 Table2는 선체 유지보수 데이터 구조의 
Entity와 Entity의 속성들을 보여준다.  

 
Table 2 Description of Entity List 

Entity Name Attribute 
Hull Master Compartment Code, Section, Member 

Survey Master Survey Code, Kind of Survey, Survey List 
Maintenance Survey Code, Date , Contents 

수리기록 Code, 수리일자, 수리 항목 
교체 수리작업코드, Section 
문 서 문서번호, Data , 3D Mode, Drawing 

 
그리고, 추출된 Entity 간에 관계를 표현한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  
 
Fig2 은 Hull Master 와 Survey Master 간의 관
계를 표현한 ER 다이어그램이다. 그리고, Fig3
은 Hull Master와 Maintenance 간의 관계를 표
현한 ER 다이어그램 이다.  

 
Fig. 2 ER-Diagram of Hull master & Survey master 
 

 
Fig. 3 ER-Diagram of Hull Survey List 
 

3. 선체 유지보수 데이터 적용 
설계한 선체 유지조수 데이터를 실제 구현을 하고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아래의 Fig4 는 Hull Master Table을 구현하여 3차원 
모델로 표현한 프로토타입이다.   

 
Fig. 4 Prototype of Hull Master 

 
아래의 Fig5 Maintenance Table 을 구현한 

프로토타입이다.   
 

 
Fig. 5 Prototype of Maintenance 
 

3. 결 론 
 
선박관리시스템은 선박을 인도 받은 후 선박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중요한 요소인 선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1) Hull Master 데이터  
(2) Survey Master 데이터 
(3) 제안된 모델을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 
  
이를 통해, 선박관리스템에서 선체 데이터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체 데이터의 구조 
표현 사항만을 검토하였으며, 실제 서로 다른 형태의 선박 
관리시스템을 표준적으로 지원하기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  
프레임워크와 조선소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선체 정보를 선박 

유지보수를 위한 데이터로 변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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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curve of bow will be faired by B-spline wavelet transform. Firstly, select N initial control vertices to fit a 
curve of p(u) which is NURBS (Non-Uniform Rational B-Splines) curve, then calculate the data points of p(u) : 
p( k/2)( k=0,1,…,	2）at the parameter k/2( k=0,1,…,	2) with applying boundary conditions. So a new NURBS curve p(t)
which interpolates on these new data points p( k/2)( k=0,1,…,	2）can be constructed. Finally, from fairing p(t) by wavelet 
transform a new curve () can be got. This paper proposes a new algorithm  = when calculating the 
wavelets decomposition. Comparing with the original algorithm =()；=(), the new algorithm is 
better on arithmetic speed and storage. The fairing curve can reduce the number of control vertices and remove the wiggles
of the curve.  

 
Keywords: Wavelet Transform (WT); NURBS; Fairing  

 
1. INTRODUCTION 

 
Many researchers had studied for the fairing method. The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local fairing method and 
global fairing method. Kjellande [1] proposed interactive 
fairing method. The user identified the bad points on the 
curve and made an adjustment to the bad point for fitting a 
new curve. Farin et al [2] employed knot removal method on 
the basis of Kjelllander to fair curve. Sapidis et al [3] `s 
method thought that the maximum of point of inflection as 
the bad points and utilized the knot removal method to fair 
the curve. Poliakoff [4] developed the method of literature [1] 
and realized the automatic fairing of non-uniform spline 
curves. For the global fairing curve method, energy method 

[5, 6] achieves the smoothness by reaching the minimum of 
the strain-energy function E of curve or surface under the 
given tolerance ε conditions. The least-squares method for 
fairing curve [7] used the quadratic sum of shearing force of 
jerk on spline as the objective function and minimize this 
objective function to realize smoothness; Wavelet transform 
method[8~10]  though the wavelet decomposition remove the 
details of curve to realize the smoothness.  

As the B-spline wavelet has the advantage of locality and 
miniature. It can fair each of localities of the global curve; 
therefore the wavelet has its inherent advantages for curve 
fairing. The existing wavelet fairing method [11] in the wavelet 
decomposition algorithm used  = (P) ; D=(Q) to decompose  into the low level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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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details D. But this paper will use the 
algorithm of  =[7] through exchanging each 
column of the band matrix  and  properly translating 
the coefficient matrix   into a band matrix and 
solving this new equation set. When there are a great 
number of control vertices, the new algorithm is better 
than the original algorithm on arithmetic speed and 
storage. 

 
2. THE DEFINITION OF FAIRING [7] 

 
The definition of fairing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a. Mathematical fairing: Satisfying the fairing of 

mathematical sense (e.g. the second-order 
parameter continuous, no redundant inflection 
point, curvature changing uniformity). 

b. Physical fairing: Satisfying the fairing of physical 
sense (e.g. Minimum of strain energy). 

c. Functional fairing: Achieving fairing under the 
requirement of engineering design. (e.g. the hull 
surface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arrangement and processing property). 

 
3. THE DEFINITION OF  

NURBS CURVE [7] 
 

NURBS curve equation can be expressed in a form of 
rational basis functions as:  

 () = ∑ ,()                             
(1) ,() = ,()∑ ,()  

 
Where： 	( = 0,1,2, … , )	is	the	weight	factor;                                                                                                      																		 	( = 0,1,2, … , )	is	the	control	vertice;	 													,	()	is the k-th order B-spline basis 

function;  													,	() is the k-th rational basis function. 
 
 

4. THE DEFINITION OF B-SPLINE 
WAVELETS  

 
Wavelets analysis is a powerful analytical technique based 

on the signal analysis and processing, at the meantime it is 
also a quick calculation tool. So it has a very important 
value-in-use and application prospect. Frinkelstein et al [12] 
extended wavelets technology to the curve and surface 
modeling. Lyche et al [13] researched on constructing the  
spline-wavelets of minimal support on any knot vector. 
Kazinnik [14] based on this method applying the edition of 
B-spline curve and surface. Elbert [15] utilized the method of 
constructing move function making the linear constraints of 
position, tangent, area, symmetry etc. Add to the Interactive 
curve deformation. Ranga [16] extended the sweep-editing, 
the fractional-editing to the synthesis-editing and the 
detail-editing. Where synthesis-editing used the method of 
knot insertion transforming the curve or surface of 
low-resolution to the curve or surface of high-resolution, 
and then edited it. Detail-editing decomposed the curve or 
surface into low resolution part and detailed part. New 
details will be added to the low resolution part and 
composed original detailed part to facilitate the curve editing. 
Zhao Gang [17] proposed quasi-uniform B-spline wavelet to 
fair the curve and surface under the error control. Liu Jian [18] 
applied the B-spline wavelet to analysis arbitrary NURBS 
curve. Joohyung Cho et al [19] researched the wavelet 
transform that preserves continuity across the boundary with 
neighboring surfaces. 

 
4.1 Multi-resolution representation of the discrete 

signals [20] 
 

Assume the discrete signal  is a column vector that 
consists of m sampling points:() , 	() ,…, 	() .  =(), (), … , () , where j  is nonnegative integer, T 
expresses transpose operation.  

If command low-resolution sign   of m(m < ) 
sampling points to describe  , and use  capture 
the missing details, the key point is to select the proper 
matrix ，,	Aand	, Satisfied 

 =−1 + −1                          （2） 



−1 = A，−1 =                    （3） 
 
Where  ， ，A and   are  ×  ， × （	 −） , 	 × 	 and （	 − ）×  th order matrix 

respectively. 
Equations (2) and (3) indicate that the effect of   and   is to recover   from low-resolution part   and 

detailed part  , and the effect of A  and   is to 
decompose  into low-resolution part  and detailed 
part  . The process of decomposition and 
reconstruction can be expressed by Fig.1. 

 
Fig. 1 wavelet decomposition and reconstruction 

 
4.2 The definition of NURBS-spline wavelet [20] 

 
4.2.1 Constructing nested linear space 

 
For any integer j	≥ 0, assume that  NURBS-spline basic 

function (),	(),…,	()  is defined by knot vector 0,0,0,0, 1 2 , 2 2 ，… ，1 − 1 2 ，1,1,1,1; the linear 
space that consists of these functions is expressed by . 
Through the DeBoor recursion formula it can be proved 
that each basic functions ()(k=0, 1，…，2 + 2) in 	 can be expressed by linear combination of `s 
basic function ()（	 = 0,1, … , 2 + 2）: 

 
（	(),	(),…,	() ）=（(),	(),…,	() ）（4） 
 

Where  is（	2 + 3） × （	2 + 3）matrix. So every 
function in  is contained by ，that is  ⊂ . 
 

4.2.2 Inner product computation 
 

For any functions f,g	∈ taking its standard inner 
product: 

 〈, 〉 = ∫ ()()                                (5) 

 
  Under this inner product, exists the only orthogonal 
complement space in , expressed as ; then any 
function  in can be decomposed into low-resolution 
part  ∈ , making: 

  =  +                                       (6) 
 

It can be seen, the sense of  is to capture the 
missing detailed information of  in . 
  Assume that (),	(),…,	()  express 2 
basic function of , that always exists constant   	( = 0,1, … , 2 + 2) and  		( = 0,1, … , 2 − 1) 
making: 

  = ∑ () + ∑ ()             (7) 
 

Where ()（	 = 0,1, … , 2 + 2）is wavelet scale 
function; 

        ()( = 0,1, … 2 − 1) is NURBS-spline 
wavelet; 

 （	 = 0,1, … , 2 − 1）is wavelet 
coefficient 

 
4.3 The decomposition and reconstruction of 

NURBS-spline wavelet [20] 
 

Assume (),	(),…,	()  as the 2 + 3 control 
vertices of NURBS curve () and (), (), 
…,	()  as the 2 + 3 control vertices of NURBS 
curve (), so: 

 () = ∑  (),()                              (8) () = ∑  (),()                      (9) 
 

  Let  = （	()，()，… ，() ）, (8) is given by 
 () =                                         (10) 
 

Similarly (9) is given by 
 () =                                     （11） 

 



  Assume that  is inner production matrix  and  is inner production matrix , according to the fast 
algorithm of wavelet decomposition: 

  =                                    （12） 
   and  can be solved fast.  
  The basic thought of solving equation set(12)is through 
exchanging each column of the band matrix   and   
properly translating the coefficient matrix    into a 
band matrix. 
 

Mainly including: 
a. Assumed  = [0], [1], [0], [2],[1],	 [3], … , [2 − 1], [2 + 1], [2 +2], , , ,	( ≥ 4) are the matrixes 

with band width are 5,7,9,11. 
b. Solving equation set  =  can get matrix  
c. From(), (), (), (), () ,  (),.. () , () , () ） = can be solved  = （	(), () , … , () ） and   = （	(), ()，… ，() ） 

   
  When there are a great number of control vertices, 
above algorithm can reduce the storage and arithmetic 
speed. 

Below Fig. 2 and Fig. 3 express the low-resolution 
curve that a NURBS curve with 5 control vertices through 
1 time wavelet decomposition. As can be seen from the 
figures, the low-resolution part maintains the broad 
outlines of the original curve and is much smoother than 
it. 

 

 
 

Fig. 2 a NURBS curve with 5 control vertices 
 

 
 
Fig. 3 the low-resolution curve through 1 time wavelet 

decomposition 
 

5. Calculation Example  
 

Fig. 4 is a bow curve of 30K multi-purpose hull form, from 
(a) we can see that before fairing the curvature change of 
the bow was not uniform and in the junction of straight line 
and curve changed intense. After 3 times wavelet fairing, 
the curvature of curve tend to be uniform and the bad point 
of curve removed. 
 

 
( a ) The original curve 

 

 
( b ) the 1 st wavelet fa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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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the 2 nd wavelet fairing 

 

 
( d ) the 3 rd wavelet fairing 

 
Fig. 4 a bow curve of 30K multi-purpose 

 
6. Epilogue 

 
By the calculation example, this fairing algorithm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a. Wavelet fairing is a global smooth maintaining the 

overall shape of the original curve. 
b. Wavelet fairing can compress the data and reduce 

the storage. 
c. The new algorithm has a high effective operation 

especially for the large number of control vertices. 
But for modeling the required curve, we need to add some 

necessary constraint condition. For example, if we need to 
assigned value of control vertex of the curve or set multiple 
coincident vertices or to satisfy the other condition.  We can 
not solve this problem by this method so far. It still needs to 
be improv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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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Container 선박의 HFO Tank 구조 최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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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구조기본설계2그룹 
 
Optimum Structural Design of HFO Tank of Ultra Large Container 

Ship 
Yang-Mo Ahn1, Dong-Kwon Lee2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요약 
선박 설계시 구조물이 외부 하중을 견디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 강도를 만족시키면서 중량과
생산성 관점에서 최저 비용이 소요되도록 하는 것이 구조 최적화이다. 그러므로 구조물의 Stiffening System도 구조 최적화
관점을 고려하여 선박을 설계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13,000 TEU 및 18,000 TEU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Heavy Fuel 
Oil(HFO)Tank Bulkhead(BHD)에 3D Beam Grillage Analysis 및 Finite Element Analysis(FEA)를 사용하여, 구조 최적화의
관점에서 Horizontal stiffening system과 Vertical stiffening system의 구조 강도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구조 배치를 살펴 보고자 한다. 
 
Keywords: Ultra Large Container Ship(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HFO Tank, Structural Design(구조 설계), Grillage Analysis(골조 구조 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 요소 해석) 
 

1. 서론 
 
일반적으로 상선에서는 Heavy Fuel Oil(HFO) Tank가 

선박의 Engine Room에 위치하지만, Visibility 확보를 위하여 
Twin Island Concept를 적용한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의 경우 
Deck House 가 선체 중앙부에 위치하고 그 하부를 HFO 
Tank로 활용하므로 Cargo Hold 구역 내에 Crude Oil 
Tanker의 Cargo Tank와유사한 구조로 배치된다. 따라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HFO Tank는 컨테이너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구조 배치 설계가 필요하며, 
Vertical또는 Horizontal Stiffening System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구조 배치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HFO Bulkhead의 Secondary Stiffener를 
Primary Supporting Member(PSM)에 배치된 Stiffener와 
동일한 Horizontal 방향으로 배치하였으나, 이 경우 
상대적으로 Span이 긴 Vertical Web에 의해 지지하게 
되므로 Vertical 방향으로 배치한 경우와 비교하여 최적화된 
배치 설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Vertical Stiffening 
System을 적용하여 구조 최적화를 달성 할 수 있다면 
Vertical Web Frame의 삭제가 가능하여구조배치의 단순화와 

그로 인한 생산비(M/H)를 절감 할 수 있다. 
 
2. 13,000 TEU 컨테이너 선박에서의  

HFO Tank 구조 배치 설계 비교 
 
Fig. 1과 Fig. 2 는 각각 13,000 TEU 컨테이너 선에 

Horizontal Stiffening System이 적용된 Longitudinal BHD와 
Vertical Stiffening System이 적용된 Longitudinal BHD의 
개략도 이다. 

두 구조 배치 설계 비교에 앞서 Longitudinal BHD의 
Stiffener, Stringer, Vertical Web Frame의 구조 배치 
이외에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2.1 Stiffener size 결정 

 
HFO Tank 구조 배치 변경에 따라 BHD의 stiffener에 

대하여 Horizontal Stiffening System 적용 시 stiffener 
size와Vertical Stiffening System 적용시stiffener size에 
대하여 DNV Rule을 적용하여 Table 1과 같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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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Stiffener Size of HFO Tank BHD 
Stiffening 
System 

Stiffener 
Number Stiffener Size  

Horizontal 

L30~32 350x100x12/17 A“AH” 
L33~38 300x90x11/16 A”AH” 
L39~41 250x90x12/16 A“AH” 
L42~43 250x90x10/15 A”AH” 
L45~52 200x90x10/14 A”AH” 

Vertical 
L1 600x11+150x18 FB(T)”AH” 
L2 600x11+250x20 FB(T)“AH” 
L3 450x11+175x15 FB(T)“AH” 

 
Fig. 1Horizontal Stiffening System at Longitudinal BHD 
 
 
 
 

 
 

Fig. 2Vertical Stiffening System at Longitudinal BHD 
2.23D Beam Grillage Analysis를 이용한 PSM Size 결정 

 
Vertical stiffening system이 적용된 HFO Tank의 구조 

배치는 Vertical Web Frame이 삭제 됨에 따라 Longitudinal 
BHD의 강도 유지를 위한 Stringer의 역할이 증대 된다. 

따라서 Vertical stiffening system이 적용된 HFO 
TankLongitudinal BHD의 Stringer가 Horizontal stiffening 
system이 적용되어 Vertical Web Frame과 HFO Tank의 
stringer가grillage 구조로 엮여 있는 배치와 동일한 수준의 
응력을 유지하도록 size를 결정하였다.  

Stringer size의 결정에는 구조적 연관성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DNV의 Nauticus 3D Bea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Table2에 요약 하였다. 

 



 
Fig. 3Modeling of PSM of Longitudinal BHD by Nauticus 3D 

BEAM 
 
Table 2 Summary ofstressesof stringer 
Stiffening 

system type 
Stringer 
Number Beam No. Bending stress 

N/mm  
Shear stress 

N/mm  

Horizontal 

3 25 91 78 
3 26 91 71 
6 38 85 73 
6 39 85 79 

Vertical 

3 1 88 74 
3 2 89 68 
6 8 87 72 
6 9 87 78 

 
2.3FE Analysis를이용한 강도 검증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물에 대한 유한 요소 모델은 

Fig.4와 Fig.5와같으며 Dominant한 Load case는 Fig. 6의 
HFOTank Alt.loading condition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4FE Modeling ofHFO Tank of Horizontal 

StiffeningSystem 

 
Fig. 5FE Modeling of HFO Tank of Vertical Stiffening System 

유한 요소 해석 결과 Fig. 7과 Fig.8을 보면 두 Model의 
Stringer에서 유사한 수준의 응력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앞서 동일한 수준의 응력을 유지하도록 PSM Size를 결정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Vertical Stiffening System이 적용된 
HFO Tank BHD의 stringer사이 plate에서 Horizontal 
Stiffening System이 적용된 경우 보다 stress가 다소 높게 
나왔으며 이는 Vertical Web Frame의 삭제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6 HFO Tank Alt.loading condition 
 

 
 
Fig. 7Stress plot of HFO Tank BHD of Horizontal Stiffening 

System for the Alt.loading condition 

 
 
Fig. 8Stress plot of HFO Tank BHD of Vertical Stiffening 

System for the Alt.loading condition 
 
 

2.4유한 요소 해석을 통한 BHD와 Cell guide 간섭 확인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HFO Tank의 위치가 선체 중앙부에 
위치한 Deck House 하부로 이동함에 따라 Container를 싣는 
Cargo Hold 사이에 Tight BHD를 가지는 독특한 배치가 되었다.  
따라서 HFO의 하중에 의하여 Tight BHD의 상대변위가 Cell 
guide tolerance를 넘지 않아야 Container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다. 
유한 요소 해석에 의한 deformation을 확인한 결과, Vertical 

stiffening system을 적용한 HFO Tank와 Horizontal stiffening 
system을 적용한 HFO Tank 각각 Tight BHD의 상대 변위가 Cell 
guide tolerance 이내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 
 



 
Fig. 9Deformation of Tight BHD ofHFO Tank 
 

 
Fig. 10Deformation of HFO Tank Tight BHD 
 

2.518,000 TEU 컨테이너 선박에서의  
HFO Tank 구조 배치 설계 비교 

 
18,000 TEU 컨테이너 선박의 HFO Tank에 대하여도 13,000 
TEU 컨테이너 선박의 HFO Tank stiffening system 구조 배치 
설계 비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결과는 3. Stiffening 
system 차이에 의한 HFO Tank 중량 및 생산성 비교에 정리 
하였다. 
 
 
 

 

3. Stiffening system 차이에 의한 HFO 
Tank 중량 및 생산성 비교 

 
3.1 중량 차이 비교 

 
Vertical stiffening system은 Horizontal stiffening 

system에 비하여 stiffener 및 stringer 중량 증가 및 
vertical web frame의 삭제로 인한 중량 감소로 13,000 
TEU Container 선박의 경우 약 20 ton이 감소하였다. 
18,000 TEU Container 선박의 경우 13,000 TEU보다 

선체의 폭이 넓어 BHD가 더 많으므로 그 차이는 더욱 
커져 약 47ton이 감소 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Table 3 Weight difference 
Containership 

capacity 13,000 TEU 18,000 TEU 

Weight 
Difference 20 ton 47 ton 

 
3.2생산성차이 비교 

 
Vertical stiffening system은 Horizontal stiffening 

system의 horizontal stiffener, vertical web frame, 
stringer로 이어지는 복잡한 보강 구조를 단순화 하며 
대형 부재수를 감소시켜 생산성이 향상 되었다. 중량 
차이 결과와 마찬가지로 18,000 TEU는 폭이 넓어 
BHD가 더 많으므로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Table 4 Productivity difference 
Containership 

capacity 13,000 TEU 18,000 TEU 

Man-Hour 
Difference 135M/H 190 M/H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서 HFO 

Tank위치가 Engine Room에서 선체 중앙부 Deck House 
하부로 이동함에 따라 구조 최적화를 위하여 Local 
Scantling, Grillage 해석, 유한 요소 해석을 병행하여 HFO 
Tank의 Vertical Stiffening system과 Horizontal stiffening 
system의 구조 배치설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Vertical Stiffening System을 적용한 HFO Tank의 
구조 배치가 Horizontal stiffening system을 적용한 HFO 
Tank보다 중량 및 공수(M/H)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13,000 TEU 컨테이너 선박 보다 18,000 
TEU 컨테이너 선박에서 더욱 큼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HFO Tank의 구조 설계는 
Vertical stiffening system을 적용하여 구조 최적화를 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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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and Fatigue Assessment of Duct Type Energy Sav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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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Duct형 에너지 저감장치는 프로펠러 앞에 설치되어 프로펠러의 추진효율을 높여주는 친환경 / 고효율의 그린쉽 기술 중
하나이다. 이러한 Duct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다양한 Case study를 진행하면서
Duct 구조물의 형상을 결정하였고, Duct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Seakeeping 해석과 CFD 해석을 통해 계산하였다. 
계산된 하중을 바탕으로 Duct 구조물 및 선체연결부의 구조강도 및 피로강도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Keywords:Ducttype energy saving device(덕트형 에너지 저감장치), Strength(구조강도), Fatigue strength(피로강도) 
 

1. 서론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해 각국 정부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관리를 의무화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조선업계의 화두는 단연 친환경 / 고효율 그린쉽 
(Greenship)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쉽 기술은 크게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절감, 신 추진동력 등의 분야로 
나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Duct형 에너지 
절감장치는 프로펠러 앞쪽에 설치되어 프로펠러의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로써 장착하게 되면 약 5~6% 
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 연료소비를 
줄일 수 있다. 

 
Fig. 1 Advantages of duct device 
 

 본 연구에서는 Duct 장치의 설계를 위한 초기해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Duct의 형상 / 치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결정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Seakeeping 
해석과 CFD 해석을 통해 얻어진 하중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Duct 구조물 및 선체연결부의 구조강도 및 
피로강도를 검증하였다. 

 
2. Duct 디자인 결정을 위한 초기해석 
 
Duct 형 에너지 절감장치의 형상 / 치수를 결정하기 위해 

초기해석이 수행되었다. 초기해석에 사용된 Duct의 형상은 
아래 Fig.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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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itial design for preliminary study 
 
Duct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초기 

CFD 해석이 수행하였다. CFD를 통한 하중계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Ship Speed : 5 knots 
- Draft : 21m (Loaded Condition) 
- Heave Period : 10 second 
- Heave Amplitude : 16.4 m 
 

 
Fig. 3 CFD Analysis condition for preliminary study 

 

 
Fig. 4 Selected hydro-dynamic pressure on time history 
 
시간에 따라 계산된 CFD 하중 중에서 Z 방향(상하)의 

최대 / 최소값의 하중 (Fig. 4)이 초기설계를 위한 
구조해석에 사용되었다. 구조해석은 최적의 형상 및 치수를 
찾기 위해 다양한 Design의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아래 Fig. 5 는 Case Study에 사용된 다양한 
형상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Fig.5 Various design for case study 

 
최적의 Duct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강도뿐만 아니라 

추진 효율이나 작업편의성 까지도 고려대상이 된다. Duct 와 
선체를 연결하는 Support structure의존재는 추진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Support structure가 Duct 
내부에 존재하게 될 경우 선미 Stern boss의 Casting 부와 
용접이 되어야 한다. Support Structure와 Casting 부와의 
직접 용접을 피하기 위해 Duct device의 형상은 Support 
Structure 없이 Duct 아래쪽은선미부에 직접 붙고 Duct 
위쪽은 Support structure와 선미부가 용접되는 형상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Duct내부의 구조강도를 위해 Internal 
Stiffener도 배치되었다. 결정된 Duct device의 형상은 
Fig.6과 같다. 

 

 
Fig. 6 Initial design of duct deviceandInternal stiffeners 

 
3. 하중계산 

 
Duct구조물의 형상이 결정됨에 따라 Duct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산하기 위해서Seakeeping 해석과 



CFD 해석이 수행되었다.  
Seakeeping 해석은 Motion RAO, velocity RAO, 

acceleration RAO 를 구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Loaded & 
Ballast 조건에서 모두 수행되었다. 위 해석을 통해 10-8과 
10-2 확률레벨에서의 Max. Vertical and Lateral Motion을 
구하고 그로부터 Design wave를 결정하였다. 
구조강도해석에 사용될 Design wave는 선체의 전진속도 
4knot에 10-8의 확률레벨이, 피로강도에 사용될 Design 
wave는 선체의 전진속도 12knot에 10-2의 확률레벨이 각각 
적용되었고 이 모든 계산이 Loaded & Ballast 조건에서 
계산되었다. Seakeeping 해석의 해석조건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 Design condition for seakeeping analysis 

Sea State North Atlantic Scatter Diagram 
Draft Loaded : 21m / 21m (FP / AP) 

Ballast : 8.7m / 11.5m (FP / AP) 
For Strength Analysis Motion at probability level of 10-8 

Ship Speed : 4 knot 
For Fatigue Analysis Motion at probability level of 10-2 

Ship Speed : 12 knot 
 
CFD 해석은 위의 Seakeeping 해석의 결과인 8가지의 

Design wave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추가적으로 
CFD에서는 Propeller Rotation이 피로강도평가에 고려하기 
위해 Propeller Rotation 해석도 함께 수행되었다. Propeller 
rotation의 해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Table 2 Design condition for propeller rotation using CFD 

Ship Speed 16.4 knots 
Draft Loaded : 21m / 21m (FP / AP) 

Propeller rotation 
Rate 66 rpm 

ETC 16times snap shot per blade 
passage (every 5 5/8º) 

 

 
Fig.7 Mesh around duct for CFD analysis 

 

 
Fig. 8 Mesh around propeller and duct for propeller 

rotation analysis 
 
 
 

4. 구조강도 평가 
 
Duct Device의 구조강도 평가를 위해서 상용 Pre / Post 

프로그램인 MSC사의 Patran과 동일사의 Solver인 MSC. 
Nastran을 사용하였다. FE 모델은 Duct Device 뿐만 아니라 
선미 일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Duct와 선체 연결부의 
강도까지 검토하였다. Duct device와 선체 선미부는 각각 
100mm와 900mm의 mesh 크기를 가진다. Fig.7은 
구조해석을 위한 FE 모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FE Model for Strength Analysis 

 
Duct device의 구조해석을 위해서 CFD 해석을 통해 

계산된 pressure 하중을 구조해석용 FE 모델로 Mapping을 
시켜야 한다. CFD pressure 하중은 각 Loading condition 
(Loaded & Ballast) 별로 Max. Vertical Motion and Lateral 
Motion에 대한 하중으로 총 4개의 Case로 구분되며, 1개의 
Loading case는 time step에 따라 16개의 load step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한 하중으로 바탕으로 구조해석이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아래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3 Max. Equivalent stresses for strength analysis 

 Loaded Condition Ballast Condition
Vertical Motion 98 MPa 74 MPa 
Lateral Motion 93 MPa 66 MPa 
 

 
Fig. 8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for vertical motion for 

loaded condition 
 
 
 

 
Fig. 9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for vertical motion for 

loaded condition in detail 
 
 
 

5. 피로강도 평가 
 
Duct structure 및 선체연결부의 피로강도 평가를 위해서 

구조해석용 FE 모델을 약간 수정하였다. 구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Critical locations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location에 
대해 Hotspot stress를 계산하기 위해 t x t mesh (t는 Plate 
thickness)를 생성하였다. 피로해석용 FE 모델은 아래 Fig. 
10에 보여지고 있다. 

 

 
Fig. 10 Fine mesh FE model for fatigue analysis 

 
피로강도 평가를 위한 하중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0-2 의 확률레벨에서 운동해석 결과를 통해 결정된 Design 
wave로부터 구해졌다. 결정된 Design wave로부터 CFD 
해석을 수행하였고 얻어진 하중은구조강도 평가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피로해석용 FE 모델에 Mapping 
되었다.  



또한 피로강도 평가에서는 Propeller rotation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앞서 CFD해석을 통해 계산한 
Propeller rotation에 의한 loading을 따로 고려하여 피로 
damage 계산시 motion에 의한 damage와 propeller에 의한 
damage를 함께 합산하여 최종 damage를 구하였다. 

피로 damage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선급에서 제시하고 
있는 Hotspot stress approach와 BS7608에서 제시하는 
S-N Curve 및 Palmgren-Miner’s rule를 사용하였다. 

 

 
Fig. 11 Definition of hotspot stress 

 

 
Fig. 12 S-N curves 

 
 
 
 
Table 4 Details of basic S-N curves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피로 damage와 피로수명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에 정리되었다. 
 
Table 5 Result of fatigue damage evaluation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Duct 형 에너지 저감장치의 구조강도 및 

피로강도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였다. 
Seakeeping 해석과 CFD 해석을 통해 Duct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였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Duct 
구조물과 선체연결부의 구조강도 및 피로강도를 검증하였다.  

구조강도 평가결과 고려된 4가지 Load case 중 
LoadedCondition에서 Max. Vertical motion case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였다.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곳은 Duct 
아랫부분과 선미부의 연결부이고, 그 위치에서의 발생응력은 
98Mpa로 항복응력 235Mpa의 약 42% 수준으로 현재 
Design은 충분한 구조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조물의 피로강도는 구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Duct 
아래쪽과 선미 용접부, 그리고 Duct 위쪽을 지지하는 
Support 부재와 선미부의 용접부에서 평가되었다. Hotspot 
Stress Approach, Palmgren-Miner’s rule 을 사용하여 
평가된 피로수명은 평가된 모든 위치에서 충분한 
피로수명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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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계류시스템 설계
전상용, 신성철, 이재철, 김수영(부산대학교), 안당(삼성중공업)

Mooring system design for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Sang-yong Jun, Sung-chul Shin, Jae-chul Lee, Soo-young Kim, Dang Ahn

요 약

해상풍력발전기는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구분하고, 그 중 부유식은 조류와 바람에 영향을 받아 발전효율에 차이를 보인다.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구조물의 거동을 제한하는 계류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연
구하고자 한다. 현수선 방정식을 이용한 초기설계 단계로 계류삭의 길이와 반경, 초기인장력을 추정하였고, NREL에서 제안한 
OC3-Hywind 모델을 이용하여 AQWA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Fairlead와  Anchor의 위치에 따른 구
조물의 계류력과 운동특성을 Parametric study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Fairlead와 Anchor의 위치는 운동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지만, 계류력은 선형적 특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최대인장력 범위 내에서 계류삭의 길이를 줄일 수 있었다.

Keywords : Floating wind turbine(부유식 풍력발전기), Mooring system design(계류시스템 설계), AQWA

1. 서 론
풍력발전은 현재까지 주로 육상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육상은 

해상에 비해 풍질이 좋지 않고, 설치부지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반대로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 풍력이 강력하고 일정해서 장
시간 고출력 발생이 가능하다. 또한 소음, 공간적 한계, 경관훼손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초대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Fig. 1 World market trend and forecast by region

Fig. 1은 해상풍력의 시장동향으로, 매년 시장 수요가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Nah et al., 2011).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의 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
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이다. 부유식 풍력발전기는 하부부유체
에 따라 Spar, TLP, Semi-submersible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Spar-type 해상풍력발전기를 적용한다. 해상풍력발전기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랑과 바람 등의 해양환경에 의한 
영향을 극복하고, 구조물의 운동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의 계류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운동해석과 현수선 방
정식을 이용한 설계로 이루어진다. Moon (2013)의 경우 하부구
조물의 계류 영향에 대한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고, Park (2009)
은 심해용 부유식 구조물의 초기 계류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외력을 받는 해상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Lee (2012)는 부유식 풍력발전기에 미치는 조류, 바람, 파도에 
의한 환경하중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수선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류삭의 길이와 계
류시스템의 반경, 초기 인장력 등을 추정하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유한요소 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미국 신
재생 에너지 연구소)에서 제안한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모델인 OC3-hywind를 적용하였고 보고서 결과(Jonkman, J., 
2010)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계류시스템의 설계는 현수선 방정식을 이용한 초기설계와 상
세설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설계 단계에서는 계류삭의 제
원을 바탕으로 계류삭의 길이와 계류시스템의 반경, 초기인장력
을 계산할 수 있다. 계류삭의 배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모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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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구조물과 계류시스템의 운동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구조물에서 계류삭의 위치와 계류반경을 최
적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50년 주기파에 대한 운동특성과 계
류력을 계산함으로써 해당 모델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계류삭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5인치(90mm) 케
이블을 사용하였고, NREL에서 제안한 3점 계류 방식을 선택하여 
초기 해석모델을 작성하였다. 구조물에서 계류삭의 위치와 계류
반경은 와이어로프의 자재비용 및 설치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므로 정확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2. 계류시스템의 설계과정

Fig. 2 Mooring types of offshore floating structure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많은 종류가 있고, 구조물의 특성에 따
라 계류의 형태도 달라진다. Fig. 2에 계류의 2가지 방법을 볼 
수 있다. 수직으로 계류를 한 Tension leg 방법과 Catenary 
mooring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par 구조물의 Catenary 
mooring을 설계하였고, 계류시스템의 설계는 아래와 같은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1) 계류삭의 제원결정
2) 계류삭 길이와 초기인장력 결정
3) 계류삭의 배치
4) 계류시스템의 세부설계

각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1)은 계류삭 제조사에서 제공받
은 Line-property를 통해 알 수 있고, 현수선 방정식의 변수로 입
력된다. 2)는 현수선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초기설계 단계
로 계류시스템의 대략적인 제원을 추정한다. 3)은 모델의 계류삭
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NREL에서 제안하는 3점 계류 방식을 선택하였다. 4)
세부설계는 초기설계로 추정된 값을 수치해석을 통해 비교하고,  
운동해석 하는 과정이다.

3. 현수선 방정식
현수선 방정식은 두 점을 고정하였을 때, 자중에 의해 발생하

는 계류삭의 처짐을 계산하는 수식이다. 이 방정식으로 계류삭의 
길이와 계류반경, 초기인장력을 계산할 수 있다. 수식에 입력되
어야 하는 정보는 계류삭의 파괴강도, 수중단위무게, 수심 등이 
있으며, API(미국석유협회)와 IACS(국제선급협회)에서 제안하는 
안전계수도 고려되어야 한다.

초기설계 단계로 현수선 방정식에서 사용된 주요설계변수는 
Table 1과 같다. 입력변수는 수심, 계류삭의 최대인장력, 수중단
위무게이다. 수심은 해역정보로 결정할 수 있으며, 최대인장력과 
수중단위무게는 계류삭의 Line-property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보이다.

Input
h Water Depth (m)
T Max. Tension (N)
w Weight per Length (N)

Output

L Line Length (m)
H Horizontal Force (N)
X Horizontal Scope (m)
V Vertical Force (N)
θ Angle of line (°)

Table 1 Mooring design variables

여기서 L은 계류삭의 전체 길이이며, X는 해저면을 평면으로 
보았을 때 구조물에서 Anchor 위치까지의 수평거리이다. w는 계
류삭의 단위무게로 힘의 단위인 N의 단위로 변환되어야 한다. 최
대인장력(T)는 파괴강도에서 안전계수를 나누어야 한다.

계류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계류삭의 길이(L), 해저면에서의 
수평거리(X),  Fairlead에서의 수평장력(H), 수직장력(V)을 계산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수선 방정식을 사용하는데, 최소한으
로 필요한 계류삭의 길이와 계류반경을 결정할 수 있다. 

아래 Equation (1)에서 Equation (5)에 따라 Table 1의 출력
값을 계산할 수 있다(API, 2005). 






  (1)

 (2)

 




 (3)



 (4)

  tan
 (5)

아래의 Equation (6)은 전술했던 것처럼, 최대인장력을 구하
기 위한 수식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류삭은 파괴강도 
1770kN, 안전계수 1.67로써 계산된 최대인장력은 약 1060kN이
다.

max  
  (6)

아래의 Table 2는 계류삭의 설계를 위해 논문에서 자주 인용
되는 IACS와 API의 안전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Intact 
condition에서 API의 안전계수를 따른다(Barltrop, 1998).

Rules Condition Safety Factor

IACS
Intact 1.8

One line removed 1.25
Transient 1.1

API
Intact 1.67

One line removed 1.25
Transient 1.05

Table 2 Safety factor of IACS and API 

API는 Intact 조건에서 안전계수 1.67을 제안하였다. 안전계수
를 통해 구해진 최대인장력을 이용하여 계류시스템의 초기설계
를 결정하였다.

4. 적용 모델
현수선 방정식의 결과를 비교하고, 운동해석의 모델로 사용하

기 위해 5MW 부유식 Spar 해상풍력발전기 OC3-hywind를 적용
하였다. 구조물의 구체적인 치수정보와 운동해석의 유효함을 검
증하기 위해 잘 알려진 모델을 선택하였다.

OC3-hywind 모델은 Fig. 3와 같고, 무게 중심을 최대한 낮추
기 위해 수면 아래 구조물이 두껍게 설계되었으며, 파도에 의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Taper zone을 수면 높이에 맞추었다. 

Fig. 3 OC3-hywind model 
Table 3은 모델의 구체적인 제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

을 모델링하였다. Spar 구조물의 흘수는 120m, 무게중심은 
89.9m로 침수구역이 매우 크고 무게중심도 하단에 위치하는 것
이 특징이다. Platform mass는 Ballasting, Nacelle, Blade 등의 
부가물의 무게까지 포함한다.

Static  Properties Value
Total draft 120 m

Platform  diameter above taper 6.5 m
Platform  diameter below taper 9.4 m

Platform mass 7,466,330 kg
Center of mass  location below SWL 89.9 m

Water depth 320 m
Total  displacement 8,029.2m3

Unstreched  mooring-line length 902.2 m
Radius to  anchors from centerline 853.9 m

Line diameter 0.09 m
Line  extensional stiffness 384,243,000 N
Line mass per  unit length 77.7 kg/m

Table 3 OC3-hywind structural properties 



Equation Results OC3-hywind Confidence
L 887.4m 902.2m 98.4%
X 808.4m 853.9m 95.9%
θ 39.7° 41.0 ° 96.7%

Table 4 Comparison of catenary equation and 
OC3-hywind

Table 4에서 현수선 방정식 계산결과와  OC3-hywind의 제원
을 비교하였다. 계류삭의 길이(L)와 계류반경(X), 계류삭과 수면
이 이루는 각도(θ)를 비교한 결과 5% 미만의 오차를 보였다. 이 
차이를 계류삭의 끝단에서 해저면에 밀착하는 Buried Length라
고 가정한다면, 계산결과와 제안된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으로 현수선 방정식이 계류시스템 초기 설계단계
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5. 수치 해석
부유식 구조물이 받는 외력으로는 바람, 조류, 파도를 가장 

큰 환경하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Blade와 Nacelle
에 의한 무게중심의 이동과 모멘트의 발생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초기단계로써 아래와 같이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하였
다.

- 바람,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규칙파에 의한 하중만 
고려

- 일반적으로 체인과 IWRC(Independent Wire Rope Core)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지만, IWRC만으로 해석

- 풍력발전기의 원통형 구조물만 해석에 고려

현수선 방정식의 계산결과를 운동성능(Structure Position)과 
계류력(Cable Force)을 계산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파
라미터의 값을 변화시키며 결과를 비교하는 Parametric Study를 
수행하였고, 위 2가지 특성 변화의 경향을 확인하였다.

수치해석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 AQWA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모델 RAO 비교
2) Fairlead 위치에 따른 계류력 계산과 운동해석
3) Anchoring 위치에 따른 계류력 계산과 운동해석
4) Wave amplitude에 따른 계류력 계산과 운동해석

실제 모델의 응답특성이 OC3-hywind의 응답특성과 유사한지
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Spar 구조물은 X축과 Y축이 대칭이므
로 X축 병진운동인 Surge와 Sway, Y축 회전운동인 Roll과 Pitch
의 결과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Z축 상하운동인 Heave의 응답
특성을 비교하였다.

OC3-hywind의 RAO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Jonkman, J., 

2010). 이와 비교해 볼 때, heave의 응답특성은 거의 일치하였
고, 나머지 자유도에 대한 응답특성도 같은 승수(Order) 범위 내
에서 결과를 보였다.

Mode Natural  Frequency [Hz]
Platform surge & sway 0.0080 
Platform roll & pitch 0.0342 

Platform heave 0.0324 

Table 5 Natural frequencies of OC3-hywind system  

Fig. 4 Surge and sway RAO

Fig. 5 Roll and pitch RAO

Fig. 6 Heave RAO



Fig. 7 Mooring connection depended fairlead position

Spar형 부유식 구조물은 흘수가 매우 큰 특성을 가진다. 따라
서 120m에 이르는 침수구역 중 어디에 계류삭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Lee, 2011). Fig. 7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수면 아래 20m 위치에서부터 구조물의 무게
중심인 90m까지 Fairlead 위치를 변경시키며 특성변화를 확인하
였다.

Fig. 8은 6자유도 운동에 대한 구조물의 운동특성이다. 
Fairlead 위치에 따른 운동특성 그래프에서 절대수치의 변화가 
매우 작아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8 Max. structure position below SWL

Fig.9는 Fairlead 위치에 따른 계류삭에 작용하는 계류력을 보
인다. 주목할 점은 모델에서 제안한 -70m보다 -60m에 계류삭을 
연결했을 때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구조물의 상부에 연결할수록 계류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Fig. 9 Max. cable forces

Anchoring 위치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계류시스템 반경을 조
절한다는 의미이며, 계류력 계산과 운동해석을 수행한 결과도 계
류력과 운동해석으로 정리하였다.

계류시스템의 반경을 600m에서 975m까지 변경하며 수치해
석을 수행한 결과, 구조물의 운동특성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10에서 Heave motion(Z axis)은 보조축에 나
타내었다. Roll & Pitch motion(RY)의 단위는 degree(°)이다.

Fig. 10 Max. structure position below SWL

Fig. 11에 나타난 계류력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계류시스템 반경이 커질수록 수면과 계류삭의 각도가 감소하게 
되어 계류력이 감소한다는 경향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경 925m에 나타난 최소값은 단순 수치해석 오류인지에 대해서 
보강 검토가 필요하다.



Fig. 11 Max. cable forces

Fairlead 위치에 따른 계류력과 운동특성을 분석해보면, 위치
가 낮아질수록 계류력이 감소하여 계류시스템 설계에 용이하지
만, 실제로 수심이 깊어 설치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 최소 Ballasting에서의 설치가 가능한 높이와 계류력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계류시스템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또한 Fig. 11에서 보듯이 계류시스템 반경을 700m로 줄여도 
계류력은 API에서 허용하는 1060kN을 넘지 않으므로 계류삭의 
길이를 줄이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
서 적용한 반경 853m보다 150m씩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
재비용만 18%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고가 계류력과 운동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현수선 방정식에서 계산한 최대인장력을 검증하여, 50년 
주기파를 극한조건으로 가지는 계류시스템의 설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파고가 30m(wave amplitude=15m)인 극한조건에서도 구조물
의 운동특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그래프의 선형성
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Fig. 12에서 확인되었다.

Fig. 12 Max. structure position due to wave amplitude

전술했던 것처럼 파괴응력이 1770kN인 계류삭에 안전계수 

1.67을 나누어 최대인장력 1060kN을 계산하였다. Fig.13에서 
파고가 4m (wave amplitude=2m)를 넘게 되면, 허용인장력을 넘
게 되어 계류삭을 추가로 설계하여야 한다. Wave Amplitude에 
따른 계류삭의 개수는 Table 6에 정리하였다.

Fig. 13 Max. cable forces

Regular Wave Amplitude Number of Min. mooring line 
1m 1
2m 2
3m 2
4m 2
5m 3
6m 3
7m 4
8m 4
9m 4
10m 5
11m 5
12m 6
13m 7
14m 17
15m 37

Table 6 Number of Min. line each mooring point

OC3-hywind의 보고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Heave motion
은 10%, Surge, Roll motion은 20% 일치함을 보였다. 동일 
Scale의 특성을 보일 때 유한요소해석의 유효함을 신뢰할 수 있
다. 

API에서 허용하는 최대인장력 범위 내에서 계류삭의 위치를 
검토해 보았다. 또한 파고에 따른 계류삭의 개수를 추정하였다. 



6. 결 론
현수선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류시스템 초기설계를 진행하였으

며, 계류삭의 제원정보를 입력하여 계류삭의 길이와 계류반경, 
최대인장력을 계산하였다.

현수선 방정식에서 계산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진
행하였고, Parametric study를 활용하여 Fairlead와 Anchor의 위
치에 따른 계류력 계산과 구조물의 운동특성을 비교하였다. 최적 
Fairlead 위치는 OC3-hywind 시스템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최적 Anchor 위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계류삭의 허용 인장력 
내에서 계류반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파고의 영향에 대한 해석 결과는 안정적인 운동특성을 보였으
며, 극한조건에서도 단일계류삭이 아닌 다중계류삭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계류삭의 최대인장력 범위를 넘지 않는 설계가 가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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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의 Leg 설계 파라메트릭 연구
안당(삼성중공업), 김경희(삼성중공업), 고두영(삼성중공업), 김수영(부산대학교), 정보영(부산대학교)

Parametric Study of Leg Design of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Dang Ahn, Kyung-Hee Kim, Do-Young Ko (Samsung Heavy industry Co. Ltd), 

Soo-Young Kim, Bo-Young Je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선박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 전문용 선박의 Leg 설계를 위해서는 
설치선박의 특성뿐만 아니라 Jack-up 시스템의 특징, 해상 환경조건, 해저 지질 조건, 상갑판의 해상 풍력발전기 배치 특성, 작
용 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WTIV의 Leg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설계 요소를 살펴보고, 환
경하중에 대한 Leg 설계 파라메터를 변화함으로써 적정중량을 갖는 최적의 삼각형 X type의 Leg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주요 설계 파라메터는 Chord distance와 Bay height 그리고 Span breaker의 Connection point의 거리를 고려하였고 계산된
결과는 Bay height는 짧고 chord distance는 길수록 leg 강도에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span breaker는 연결점 사이의 거
리가 멀수록, 즉 span breaker가 짧을수록 leg 강도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Keywords :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박), Chord distance(코드간의 거리), Bay Height(마디 높이), Span 
breaker 

1. 서 론
세계 각국은 그린 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풍력 발전 설비의 확대 보급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풍
력발전은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해상 풍력 발전은 대규모 단지 조성이 용이하고, 대용량의 
풍력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며, 개발 비용이 육상 설비에 비해 
저렴하여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어 국내에서도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상풍력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물
론 중국·일본·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해상풍력 발전에 많은 관
심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
고 있어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 전문
용 선박(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이하 WTIV)의 Leg 설
계를 위해서는 설치선박의 특성뿐만 아니라 Jack-up 시스템의 
특징, 해상 환경조건, 해저 지질 조건, 상갑판의 해상 풍력발전기 
배치 특성, 작용 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Leg를 상하로 구동시키는 시스템 즉 Jack-up 시스템 또는 
Jacking 시스템은 ram-pin 시스템, Rubber-friction 시스템, Wire 
rope 시스템 및 Rack-pinion 시스템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기

구동방식의 Rack-pinion 시스템을 적용한 WTIV의 Jacking 시스
템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WTIV에 설치되는 Leg의 형상은 원
기둥형, 사각기둥형, 삼각 트러스형, 사각 트러스형 등이 주로 사
용된다. 이 중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Leg의 형상은 삼
각 트러스 형이다. Leg의 Type은 K, X, Diamond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데 Leg type에 대한 성능을 비교한 것은 여러 논문 및 보
고서에 잘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X type의 Leg 형태를 적용한
다.(HSE RR246)

본 논문에서는 WTIV의 Leg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설계 요소를 살펴보고, 환경하중에 대한 Leg 설계 파라메터를 변
화함으로써 적정중량을 갖는 최적의 Leg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Fig. 1 Leg types with 3, 4 chords & K, X, Diamond braces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WTIV의 Leg 설계
WTIV는 연안의 저수심에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Jack-up 시스템을 갖춘 선박이다. 해상풍력발전기의 Leg는 
이동할 때에는 최대한 올려서 Leg 끝단에 부착되어 있는 
Spudcan이 선체하부에 밀착되게 하여 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Fig.1) 그리고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할 특정한 지역에 
도착하면 Leg를 해저면에 일정 깊이로 Penetration를 시키고 나
서 WTIV를 해수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로 공기 중으로 부양하여 
안전하고 정밀한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작업을 실시한다.(Fig.2)

Fig. 2 WTIV transit to wind farm

Fig. 3 WTIV installing wind turbines

Fig. 4 WTIV Leg with spudcan

WTIV의 Leg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 Leg의 수  
대부분의 WTIV는 4개의 Leg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6개

의 Leg를 가진 선박을 국내에서 설계/건조한 경험이 있다. 

∎ Leg의 위치 : 
Leg의 위치 선정은 Transit 조건에서의 WTIV 복원력 및 

Jack-up 조건에서의 Overturning Moment 등에 영향을 주는 매
우 중요한 요소 이다. 일반적인 WTIV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Fig.5 및 Table.1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 5 Leg well location of WTIV

       Table 1 Location of leg well for WTIV
Parameter Location Ratio (per Loa)
LW_aft 18 ~ 22 %

LW_center 45 ~ 55 %
LW_fwd 27 ~ 33 %

∎ Chord의 수 : 
Leg의 chord수는 3개 또는 4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다.(Fig.1, Fig.6) 

∎ Brace의 형태 : 
Brace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K,X,Diamond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ISO DIS 19901-1 및 SNAME에는 단순한 계산을 위
한 5가지의 다양한 형상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Bay height는 Leg 
설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height의 크기가 Leg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보고서는 아직 없다. 하지만 식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Bay height(s)가 커질수록 AQi의 값이 작아지므로 



Leg의 강성이 줄어질 수 있다.

AQi 
AD
d ·AC

s
sh (1)

Fig. 6 Equivalent shear area for 2-d lattice leg structures

∎ Chord의 단면 : 
Rack & chord 의 단면은 Fig.7에서 보는 바와 같이 

unopposed pinion과 opposed pinion leg 구조가 있다. 삼각형 
Leg에는 opposed pinion leg 구조를 적용한다. 

Fig. 7 Cross sections of rack & chord system

∎ Chord 간의 거리
Chord간의 거리는 Equivalent 모델로 고려할 때 Iy, Iz, IT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식 2,3) 이 값이 커질수록 Leg의 
강성은 커지지만 WTIV에서는 deck area를 작게 하므로 운반하
고자 하는 WTG의 중량을 줄어들게 된다. 만약의 chord간의 거
리를 줄이게 되면 spudcan의 면적이 그에 따라서 줄게 되며, 이
런 경우에는 penetration의 깊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
므로 적정한 spudcan의 면적과 chord간의 거리를 결정할 필요
할 것이다. 

Iy  Iz ACih (2)
IT AQih (3)

Fig. 8 Equivalent section properties of 3-d lattice legs
 
∎ Leg의 길이

WTIV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파라메터 중의 하나는 Leg 길이
이다. Leg의 길이는 WTIV가 운용되는 해역의 수심, Air gap 그
리고 leg penetration depth 등이 중요한 설계 인자이다. Leg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WTIV가 transit 할때 Leg의 무게중심이 상승
하는 관계로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며, WTIV의 선가가 크
게 상승하는 결과를 준다. 하지만 Leg의 길이는 수심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더 깊은 수심의 해역까지 WTIV를 운용할 수 있는 이점
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Leg의 길이를 결정하는 인자들은 Fig.9에서 보는 바와 같다.
Safety margin은 통상적으로 1.5m를 주며, leg reserve는 거

나 leg 길이의 10%를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Fig. 9 Leg length and Air gap calculation for WTIV



3. 적용된 Leg 모델
이상과 같이 Leg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파라메터를 토대

로  Leg 강도해석을 수행했다.

 

Fig. 10 WTIV SACS modeling data

본 연구에 적용한 WTIV의 설계 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Main particulars of WTIV
Main dimensions Data
Length hull 125.0 m
Breadth 50.0 m
Depth 10.0 m
Leg length 106.4 m
Number of legs 4
Variable load 10,000 ton

Fig. 11 Leg model of WTIV

본 연구에서는 Table.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가지 경우의 모
델을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Span breaker connection은 
X-brace와 span breaker가 연결되는 지점과 X-brace의 중간점
과의 거리를 나타낸다.

  Table 3 Leg design parameters of WTIV
Parameters Case

Chord distance (3 cases) 8, 9, 10 m
Bay height (3 cases) 4, 5, 6 m
Span breaker connection (3 cases) 0.3m, 0.9m, 1.5m

  Table 4 Environmental survival conditions of WTIV
Data

Maximum water depth 65.0 m
Air gap 10.0 m
Max. wave height 18.5 m
Wave period 9.6 ~ 13.4 sec
Surface current 1.0 m/s
Wind velocity 35.0 m/s
Penetration depth 3 m

4. 계산 결과
Chord간의 거리에 따른 Leg 강도 해석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chord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leg의 강
도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Bay height의 경우에는 구간이 커질수록 leg 강도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특히 6m의 
경우에는 span breaker가 파단되는 결과가 나왔다.

  Table 5 Maximum UC for each legs
Chord distance Leg #1 Leg #2 Leg #3 Leg #4

8m 0.83 0.83 0.87 0.86
9m 0.75 0.75 0.77 0.76
10m 0.70 0.70 0.72 0.71

Table 6 Maximum stress values of each cases below lower 
guide

Bay height Axial stress()
Bending Stress Y()

Bending Stress Z()
4 m 374.00 72.36 343.9
5 m 366.11 60.42 419.3
6 m 376.00 137.36 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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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ximum UC for each legs of WTIV



 Table 7 Maximum UC for each legs (span breaker)
Chord distance Leg #1 Leg #2 Leg #3 Leg #4

Span A 0.77 1.01 1.00 0.62
Span B 0.75 0.98 0.98 0.62
Span C 0.77 0.96 0.14 0.62

 Table 8 Maximum UC for each legs (X-brace)
Chord distance Leg #1 Leg #2 Leg #3 Leg #4

Span A 0.91 0.93 0.95 0.96
Span B 0.89 0.91 0.93 0.95
Span C 0.88 0.90 0.92 0.94

 Table 9 Maximum UC for each legs
Chord distance Leg #1 Leg #2 Leg #3 Leg #4

Span A 0.70 0.70 0.72 0.71
Span B 0.70 0.69 0.72 0.71
Span C 0.70 0.69 0.71 0.71

그리고 Table 7에서 보듯이 span breaker의 연결부위의 거리
를 멀리할 수록 span에 작용하는 하중은 줄어들어서 span의 UC 
값이 낮게 형성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8과 9에서는 
보면 span의 연결부위의 거리와 X-brace 및 chord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과 값이 나타났다.

5. 결 론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박의 Leg 설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파

라메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eg 길이에 영향을 주는 파
라메터들을 조사하였다. WTIV의 Leg 설계에 있어서 chord간의 
거리와 Bay height 및 span breaker의 연결점 사이의 거리와 leg 
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Chord 간의 거리는 멀수록 Leg 강도에는 유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그리고 Bay height가 클 수록 Leg 강도에는 불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pan breaker의 연결점간의 거리가 멀어질수
록 span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span에 작용하는 하중은 상대적으
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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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상플랜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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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해양플랜트 사고 중, 작업자의 사고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작업환경 안전설계의 기초 및 기반마련을 위해, 주요 작업사고
유형을 정리하고, 사고유형에 대응되는 선급 및 관련 기관의 설계규정을 분석하여 안전설계를 위한 주요 설계요소를
분석하였다.  

 
 
Keywords: Offshore-plant(해양플랜트), Working environment(작업환경), design element(설계요소), Human accident(인명사고) 
 

1. 서 론 
 
유가의 상승과 함께 육상플랜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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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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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 J. H., et all, 2012). 

많은 사고 수와 위험에 대하여 세계 주요 선급 및 
해양플랜트 관련기관들은 사고 관련규칙을 제정하거나 
위험분석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위험을 
저감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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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플랜트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이동 중의 ‘넘어짐’, ‘추락’, 
‘골절’ 등이 있으며, ‘화재/폭발’, ‘헬리콥터 사고’, ‘물체의 
운반 시의 사고’, ‘유정제어실패’ 등으로 다양하다. 

해양플랜트 설계측면에서 다양한 작업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사 및 조선소에서는 자체적인 안전설계기술을 
확보하고, 선급의 경우 안전관련 지침 및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설계를 지원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등 해양플랜트 설계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양플랜트 안전설계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국내의 안전설계에 대한 기초 및 
기반마련을 위해, 해양플랜트에서 일어나는 주요 작업사고 
유형을 정리하고, 특정 사고유형에 대응되는 선급 및 관련 
기관의 설계규정을 분석하여 안전설계를 위한 설계요소를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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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파악하였다.  
 

2. 본 론 
 

2.1 주요 작업사고 분석 
 

T Elsayed et all(2008)는 리비아에 위치한 고정식 
해양플랜트에서의 2년간 작업사고를 바탕으로 해양플랜트의 
작업사고의 위험요소를 분석하였는데,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절차의 실패(procedural failure)’, ‘장치 고장’, ‘개인 부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Bae. J. H., et all(2012)는 
BOEMRE의 미국대륙붕외곽지역에서의 2006년~2010년 
사고데이터인 Fatality Summaries(BOEMRE, 2012b)와 Injury 
Summaries(BOEMRE, 2012c)의 분석을 통해, 해양플랜트의 
작업 별 사고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작업 위험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생산(production)과 시추(drilling) 
분야에서의 작업사고 위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영국대룩붕연안(UK Continental Shelf: UKCS)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에의 최근 4년(2008~2012년) 인명사고는, 총 
사고에서 ‘유지/건설’(Maintenance/construction), 헬기 및 선박 
등의 운송수단관련을 포함한 ‘갑판 작업(Deck operations)’이 
54.4%를, ‘생산(’과 ‘시추’가 35.4%로 사고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2).  

리비아 연안 일부, 영국대륙붕연안, 미국대륙붕연안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유지/보수, 생산, 드릴링, 운송 등의 
작업 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e. J. H., et all(2012)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분석된 ‘생산’과 관련된 사고를 대상으로 사고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들 사고 중 생산과 관련된 사고는 주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미끄러져서 발목이 삐거나 
다리를 다치는 경우,  기기 조작 시 작업자의 실수나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손 및 팔을 다치는 경우, 파이프나 각종 
기자재를 들어올릴 때 물체의 추락이나 충돌에 의해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람이나 보급품을 
이송하기 위한 헬리콥터가 플랫폼과의 충돌하거나 바다로 
추락하여 조종사 및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난다. 시추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고압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신체에 
중상을 입거나, 탱크 및 유정제어와 관련된 작업 수행시 
화재/폭발이 일어나서 다수의 사망 혹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사고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수중다이빙과 관련된 사고, 작업자를 
플랫폼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추락사고, 선박과의 충돌 등 
다양한 사고가 있다. 

 

2.2 사고 관련 안전설계 규정 조사 및 설계요소 분석 
 
실제 해당해역에서 운용될 해양플랜트의 설계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그 해역의 
해양플랜트에 적용되는 지침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지침 및 
문서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NORSOK 표준은 노르웨이해역에서 운용되는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변경 설계에 적용되며, 기존의 
해양시추, 생산, 주거 시설, 파이프 라인 등을 개선하는데 
적용되며, 그 중 ‘NORSOK  standard S-002 WE(Working 
Environment)’는(이하 S-002) 작업환경의 안전한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다. NORSOK에서 정의하는 Working 
Environment이란 외상이나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을 말한다(NORSOK Standard S-002, 2004). 

PSA(Petroleum Safety Authority)는 노르웨이의 독립적인 
규칙제정기관으로서 석유 산업과 관련된 시스템인 rig, subsea 
설치, 고정 및 부유식 생산유닛 등의 설계 지침을 제정하거나 
설계 안에 대한 검사 및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PSA에서 제시하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지침으로는  ‘Design 
and layout of work places and work premises’(이하 PSA 
WP)가  있으며, 이는 작업장 및 작업 건물의 설계 및 배치에 
대한 규정으로 작업자가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과 보건,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규정이다(PSA, 2013). 

 
2.2.1 일반적인 작업환경 관련 지침 

 
S-002에서 Table 1과 같이 일반적인 작업환경과 관련 

규정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Table 1 General requirements of arrangements related to 

‘Hatches and doors’ and ‘Hot/cold surfaces’(extraction 
from S-002) 

Clause Description 

5.2.1.3.0-5 
Hinged doors leading to open areas shall be 
provided with a damping mechanism to 
prevent crushing injuries. 

5.3.2.0-1 
It shall not be possible to reach surfaces with 
a temperature above +70 °C or below -10 °C 
from work areas, walkways, ladders, stairs or 
other passageways. 

 
5.2.1.3.0-5의 경우,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해치 및 문의 

설계와 관련된 요구사항으로 ‘넓은 공간으로 연결되는 
힌지형태의 문은 분쇄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라는 규정이다. 이는 작업자가 작업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의 급작스런 열림/닫힘에 의한 손이나 발 등 의 끼임, 
문과의 직접적인 충돌에 의한 사고 들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5.3.2.0-1는 작업자를 화상 및 동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작업영역, 보도, 사다리, 계단이나 
통로에서 표면온도의 허용 범위를 제한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PSA WP는 작업환경에 대한 규정을 여러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업환경의 안전설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중 작업사고 
위험과 비교적 관련이 깊은 항목들을 Table 2와 같이 
발췌하였다. 

 
Table 2 General requirements related to workplaces 
(extraction from PSA WP) 

Section Title 
2-1 The design and decor of workplaces and work 

premises 
2-5 Safety when cleaning, maintenance, assembly, 

etc.. 
2-24  Special precautions for outdoor workplace 

 
2장은 작업장 및 작업 건물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2-1 

작업장 및 작업 건물의 디자인과 장식’이 있으며, 이 절에서 
작업공간은 충분한 복지 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작업장의 배치 
및 작업 장비는 각 작업자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작업면적은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 충분한 
공간이 되도록 커야하며, 장비의 사용,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게 설계, 배치되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외의 규정으로는 기초 플랫폼은 장비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설계 관련 규정, 방사선, 스패터(spatter), 소음이나 대기 
오염 등의 환경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 들도 있다. 

‘2-5. 청소, 유지 보수, 설치 시의 안전’에서는 건조 및 
설치와 관련된 구성품들은 유지/보수 시 위험이 없게 
배치되어야 하며, 창문을 포함한 채광 및 환기 시스템은 열고 
닫는 작동이 안전하고 열려있는 경우 작업자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24 야외 작업에 대한 특별한 주의 사항’에서는 야외 
작업자에 대한 보호 항목이 주를 이루며 낙하물로부터 보호, 
유해가스, 증기, 먼지로부터의 보호, 미끄러짐, 추락방지 등으로 
일반적인 서술형태로 주의사항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인 작업환경의 안전설계측면에서 S-002와 PSA WP 
규정을 종합해 보면, 설계자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설계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작업자에 맞는 장비배치 및 작업공간 설계 

∙ 장비의 유지/보수 시 위험요소 검토 
∙ 장비의 작동 안정선을 위한 기초 지지기반 설계 
∙ 방사선, 스패터, 소음, 대기오염으로부터의 보호 

설계 
∙ 문, 창문의 개폐 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충격완화시스템) 및 설계 
∙ 고온/저온으로부터의 화상/동상 방지 설계(단열제, 

보호장치 등 설치) 
 

2.2.2 작업자의 이동과 관련된 안전 규정 
 

S-002에서 작업자의 이동과 관련된 지침으로는 다음 
Table 3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Table 3 Requirements of arrangements related to ‘Means of 
access’(extraction from S-002) 

Clause Description 
5.1.2.0-5 Drips of oil and slippery liquid onto floors shall 

be avoided, e.g. by using drip trays 
5.1.2.0-14 Fixed stepladders shall be provided with 

handrail on both sides. 

5.1.2.0-15 
A safety cage shall be installed on all vertical 
ladders where the ladder flight is more than 
3,000 mm. 

5.1.2.0-19 Slippery floor surfaces shall be avoided in work 
areas and access ways. 

 
5.1.2는 작업환경에서 접근 및 이동과 관련된 항목으로 주로 

바닥의 미끄러운 기름 및 액체로 인해서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사다리 및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추락사고의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 및 설계에 대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Fig. 1 Self-closing gates and safe cage, handrail 

 
PSA의 WP에서는 Table 4와 같이 이동과 관련된 안전 

규정으로는 바닥과 덮개, 벽, 천장, 교통, 부두, 난간, 사다리 등 
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Table 4 Requirements related to access and 
‘Movement’(extraction from PSA WP) 
Section Title 
2-6.  Floor and covers 
2-7.  Wall and ceiling 
2-18.  Traffic and access 
2-20.  Loading ramps, loading docks, dump sites and 

quays 
2-22.  The design of the handrails 
2-23.  Design of ladders 

 
S-002와 유사하게 바닥에서의 미끄러짐사고의 방지를 위한 

바닥표면에 대한 규정이나, 선착장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추락을 예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난간 및 
사다리의 세부적인 안전설계 지침을 통해 작업자의 추락 및 
미끄러짐을 최소화 하기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S-002와 PSA WP규정 바탕으로 작업자의 이동과 관련된 
작업환경을 안전설계하기 위해서 설계자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설계요소는 다음과 같다. 
∙ 바닥, 계단 및 사다리에서의 미끄럼 방지 설계 
∙ 바닥에 뚫여있는 개구부 크기에 따른 난간 설계 
∙ 계단 설계 시의 난간 높이 
∙ 이동경로 내의 돌출된 물체 방지 설계 
∙ 사다리의 안전성을 위한 안전장치 설계(자동폐쇠문, 

안전케이지, 난간 등) 
 

2.2.3 장치 및 부품을 들어올리는 작업과 관련된 안전지침 
 

NORSOK에서는 ‘R-003 Safe use of lifting equipment’ 
규정을 통해 들어올리는 장치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작업환경 안전설계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S-002의 관련 규정만을 고려하였다.  

S-002에서는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업과 관련된 규정으로써 
Fig.2와 같은 무게에 따라 들어올리는데 사용되는 
장비(Elephant crane, A-frame)를 사용하기 위한 작업공간확보, 
Fig.3의 가스용기과 같은 작업자가 직접 들어올리면 안되는 
물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 (b) 
Fig. 2 Elephant crane(a) and A-frames(b) 
 

 
(a) (b) 

Fig. 3 Gas cylinder lifting(a) and Non-threshold type of 
cupboard for gas bottles(b) 
 
Table 5 Requirements of ergonomics-‘Manual handling, 
transportation’ (extraction from S-002) 

Clause Description 
5.2.1.1.0-2 There shall be enough space for the use of 

lifting and transportation gear where lifting or 
transportation of more than 25 kg is required. 

5.2.1.1.0-3 For equipment/objects of mass 25 kg to 
200kg, space for use of adequate lifting and 
transportation devices (permanent or 
temporary, e.g. elephant cranes, A-frames, 
beam clamps, etc.) shall be provided. 

5.2.1.1.0-8 Manual lifting of gas bottles shall be avoided. 
 

5.2.1.1.0-3의 경우 25kg이상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경우 적절한 공간과 운송장비의 확보를 규정하여 작업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물체를 떨어뜨림으로서 생기는 비래사고 
등의 위험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S-002 규정을 바탕으로 장치 및 부품을 들어올리는 작업과 
관련된 안전설계요소는 다음과 같다. 
∙ 물체를 들어올리는 빈도와 무게에 따른 크레인 및 

운송장치(Elephant crane, A-frame 등) 사용을 위한 
공간 설계 



∙ 물체의 안전한 운송, 보관을 위한 관련 
설비(Cupboard for gas bottles 등) 및 장치(Gas 
cylinder lifting 등)를 고려한 설계 

 
2.2.4 헬리콥터와 관련된 안전지침 

 
헬리콥터와 관련된 사고는 이착륙시 주로 발생되며, 사고가 

발생되면 사망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 위험도가 높은 
사고유형으로 볼 수 있다(Bae. J. H., et all, 2012). 

  NORSOK의 C-004 ‘Helicopter deck on offshore 
installations’에서는 이착륙장(helideck)의 설치와 관련된 지침을 
통해 헬리콥터 사고위험을 저감하는 설계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이 되는 요소(바람, 기계적 난류, 고온의 난류, 파에 
의한 움직임, 장애물 등) 별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였다. 

 Table 6과 같이 ‘6. 바람’과 관련된 항목, ‘7. 기계적 난류와 
여유공간’에 대한 항목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이외에도 ’13. 장애물’, ’14. 이착륙장 설계’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이착륙장의 안전설계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6. 
바람’ 조항은 이착륙장의 기본적인 설계 방침은 이착륙 시 
근처에 장애물이 없어야하며, 바람의 영향이 가장 적어야 
한다는 항목이며, ‘7. 기계적 난류와 여유공간’에서는 
이착륙장의 아래에는 여유공간이 있어야 하며, 높이는 
일반적으로 2~5m 정도 주어져야 하며(상황에 따라 더 
높아져야 할 수도 있음), 이착륙장가 지붕 또는 갑판에 
직접적으로 설치되면 안된다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Table 6 Requirements of helideck design(extraction from 
C-004) 

Section Description 

6. Wind 

The basic design principle shall be to locate the 
helideck in such a manner that the obstacle-
free approach and take-off sector have the 
most favourable direction in relation to the 
prevailing wind sector. 

7. 
Mechanical 
turbulence 
and air gap 

An air gap shall be provided beneath the 
landing area. The height of the air gap shall 
normally be in the range of 2 m to 5 m, or 
more, depending on the given situation. 
Placement of the helideck directly on a roof or 
deck is unacceptable. 

13. 
Obstructions 

For obstructions in the 150 degrees limited 
obstacle sector the following shall apply… 

14. Helideck 
design 

Decisive factors in the helideck design are 
safety margins, technical constraints, and 
human factors, i.e. the 
pilot's performance ability and comfort level… 

16. Helideck The surface of the helideck shall be 

surface 
friction 

permanently skid-proof in all directions, and 
under all conditions, for both helicopters and 
personnel. The surface friction… 

17. Sub-
zero 
conditions 

Helidecks exposed to sub-zero conditions, 
with frequent snow and ice, shall be provided 
with a complete, integrated heat tracing 
system. The surface friction shall not be 
impaired by snow… 

 
이착륙장 주변의 장애물의 설치와 관련된 항목인 ’13.  

Obstructions’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Fig. 4와같이 
이착륙장 주변의 150도 제한된 범위에서 장애물이 설치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다. 

∙ 장애물은 헬기 갑판 (주변 원)의 가장자리에서 0.12 
X D의 거리에서 0.05 X D보다 높을 수 없다; 

∙ 가로높이 비율이 1:2인 부분의 연직상단 부분에 
장애물이 존재하면 안된다(이착륙장 갑판(주변 원)의 
가장자리에서 측정 된 0.12 X D와 0,33 X D, 사이 
영역). 

 
Fig. 4 Helideck obstruction zones 

 
또한, ‘14. Helideck design’에 제시된 이착륙장 설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함 
∙ 안전한 접근과 이륙, 
∙ 갑판위에서의 헬기의 안정성 확보 
∙ 안전한 승객의 접근, 연료공급, 화물의 하역 
∙ 최적의 방향에서의 구조 및 화재진압 
∙ 승무원의 실수, 항공기 통제의 어려움, 항공기 장비 

고장 등을 고려한 안전측면에서의 여유 확보 
∙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착륙 



∙ 대규모 국내/국제 구조 헬기의 이착륙 
 

’16. Helideck surface friction’ 항목의 경우, 이착륙장의 
표면은 어떠한 조건 내에서라도 헬리콥터와 직원 모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야하며, 젖은상태에서도 최소한 
마찰계수가 0.65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7. Sub-zero conditions’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어 데크표면이 눈과 얼음에 의해 마찰력을 
상실할 수 있는데, heat tracing system을 작동시켜 최대 
5분안에 마찰력을 회복해야 함을 규정하여 저온에서도 
헬리콥터와 작업자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C-004 규정을 검토한 결과,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관련된 
작업환경을 안전설계하기 위해서 설계자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설계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이착륙장 근처의 장애물 회피 설계 
∙ 해석 및 모형실험을 통한 바람 분석을 통한 최적위치 

선정 
∙ 건물 및 장애물에 의한 기계적 난류의 발생 예측 
∙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여유공간 및 이착륙장 크기 

결정 
∙ 발전기, 플레어 등 각종 기기로부터의 고온난류에 

의한 영향 CFD분석을 통한 안전성 검증 
∙ 헬리콥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이착륙장의 

미끄럼방지 시스템 설계 
 
2.3 해양플랜트 안전설계를 위한 기본원리 분석 

 
해양플랜트 설계와 관련된 DNV의 NORSOK과 PSA 

문서에서 일반적인 작업환경에 관련된 규정부터 작업자의 
이동관련,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업, 헬리데크 설계 관련 지침 등 
을 살펴 본 결과, 해양플랜트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유형의 
사고를 바탕으로 이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난간, 가드레일, 사다리 설계 및 안전공간확보 등, 구체적인 
설계지침과 세부적인 수치들을 제시하여 사고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RSOK 
WE에서는 인간공학적인측면에서 작업자의 작업환경을 
고려함으로써 즉각적인 사고에 대한 부상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장기적인 질환 및 건강도 규정에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안전모를 착용함으로써 낙하물 및 물체로부터 
작업자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게하거나 물체를 작업자의 이동경로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위험근본요소를 제거하려는 차원에서 

안전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을 제시하여 사고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는게 가능케 하고있다.  

 
4.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얻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의 대륙붕연안, 리비아에 위치한 
해양플랜트 플랫폼에서 자주 일어나는 작업사고의 
유형을 분석하여, 노르웨이 해역을 대상으로하는 
NORSOK, PSA 지침의 사고유형 별 관련 설계 
지침을 일부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빈번히 일어나는 해양플랜트 작업사고유형에 

대하여 노르웨이 설계지침의 분석&정리를 통해 
설계자가 안전설계를 위해 검토해야할 주요 
설계요소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인 시스템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설계를 수행하기위해서는 PSA, NORSOK이외의 산업 관련 
지침인 EN(European Standards),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등의 지침들을 참고,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침에서 제시한 정량적인 치수 이외의 정성적으로 
표현되는 항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정리가 된다면, 공학적인 
측면에서 더욱 우수한 안전설계를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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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사적 차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의 도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특징과, 조선소 별로 설계 및 건조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PLM의 도입이
용이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고가의 라이선스 비용과 customize 비용 및 시간, 인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PLM의 도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PLM 시스템에 기반하여 조선 PLM을 위한 BOM 
template을 사용하여 중소형 조선소를 위한 PLM 시스템의 원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원형을 이용하여 기본설계, 상세설계
그리고 생산설계의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모델을 생성하고 설계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조선
CAD와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단절 없는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Keywords: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중소형 조선소 (small and medium-sized shipbuilding yards),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오픈소스(open source) 
 

1. 서 론 
 
선박의 생애주기는 영업, 설계, 생산, 인도, A/S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설계와 생산 단계에서 대량의 정보가 
생성 된다. 조선소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설계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1970년대 말부터 CAD (Computer Aided 
Design)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생산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CAD의 정보를 
ERP로 직접 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ERP에 필요한 정보를 
설계자가 별도로 작성하여 ERP에 입력하게 되었다. 즉, 
ERP의 도입으로 생산단계의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었지만, 
설계자가 생산정보를 ERP에 입력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전사적 차원에서의 효율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사적 차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생애주기관리) 도입이 최근 들어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김태완, et al., 2010). 

PLM 도입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프랑스의 조선소 DCN (Direction des Constructions 
Navales)의 경우에 대하여 분석한 정략적/정성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베리 깁슨, 2004). 

 
Table 1 The strategy of PLM (베리 깁슨, 2004)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 
- 선체 구조 생산 작업에서 
17% 비용 절감 
- 배관 관련 생산 작업에서 
70% 재작업 감소 
- 전체 생산 비용의 15% 절감
- 전선 작업 지연의 30% 감소

- 설계 표준화(Method & Process)
- 동시 설계 증대 
- 유지 보수 관리 시뮬레이션 능력
증대 
- 3D 형상 사전 점검 능력 강화 
- 고객과의 관계 개선 

 
하지만 중소형 조선소에서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 및 

시간적 부담으로 인하여 아직 ERP의 도입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소형 조선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개용 PLM 솔루션인 ARAS Innovator®를 
이용하여 중소조선용 PLM 시스템 원형 (prototype)을 
구현하였다. 구현한 PLM 시스템 원형을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설계 과정의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실제 조선소에서 사용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PLM 시스템의 요구 사항 도출 
 

2.1 PLM 시스템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 
 
PLM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기능은 문서 관리, 워크플로우 

(BPM), 협업기능, CAD 관리, BOM 관리, 변경 관리 
이다(PTC, 2010).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조공정관리 (MPM), 
요구사항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품질관리, 공급 사슬 관리 
(CSM), 서비스 정보 등의 기능이 확장될 수 있다. 

 
Table 2 Must-have capability and extended capability of 
PLM solution (PTC, 2010) 

PLM Capabilities Must-have capability Extended capability
Document 

Management ○  
Workflow (BPM) ○  

Distributed 
Collaboration ○  

Multi-CAD data 
management ○  

Complete BOM 
management (i.e., 
combined MCAD, 
ECAD software 

content in a single 
product structure) 

○  

Change and 
Configuration 
Management 

○  
Manufacturing Process 
Management (MPM)  ○ 

Requirements  ○ 

Management 
Program Portfolio 

Management (PPM)  ○ 
Quality Lifecycle 

Management (QLM)  ○ 
Product Analytics  ○ 
Component and 

Supplier Management 
(CSM) 

 ○ 
Service Information  ○ 

Communities of 
Practice  ○ 

 

2.2 조선 PLM 시스템의 요구사항 
 

보다 구체적으로 조선소의 설계 단계에서 PLM에 
요구되는 기능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Fig. 1과 
같이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각 설계 단계에서의 산출물을 
기준으로 요구되는 기능이 정의되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building specification 작성과 대일정/중일정 수립, 
기본설계의 DP (Drawing Program) 및 MP (Material 
Program) 작성, block division/GA/MA/key plan 작성 및 
주요 기자재 POR (Purchase Order Request) 발행이 
이루어진다. 상세설계에서의 주요 도면은 구조도 및 
의장도이며, 이 외에 maker 도면 승인 및 상세설계 예랑 
물량, 선주/선급 승인, 강재취재 및 강재 POR 발행 등이 
해당된다. 생산설계에서는 공작도와 일품도, nesting도, 
제작도, 설치도가 작성되며 의장 POR발행과 물량 산출 및 
발주가 이루어진다. 
 

 
Fig. 1 Main functions for shipbuilding PLM



2.3 기업의 규모에 따른 PLM 시스템의 요구사항 
 
한편, 기업의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PLM의 구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정영교, 2009). 대기업은 PPM 
(Portfolio & Project Management), MRO (Maintenance 
Repair & Overhaul), MPM (Manufacturing Process 
Management) 등의 전사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요구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설계 및 개발 관점의 편의사항 
위주가 된다. 또한 대기업은 고사양, 대용량의 storage 
장비를 사용하며 전담 IT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여 자체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인프라 환경의 차이로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대기업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자사의 프로세스에 맞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건상 customization을 최소화 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대표적인 PLM 솔루션 업체 PTC, Dassult, 
Siemens 등과는 다르게 후발주자인 Aras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자사의 PLM 솔루션인 Aras INNOVATOR®의 
소스를 공개하여 라이선스 매출을 포기한 대신 
customization을 통하여 매출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개발인력으로 자사에 맞는 PLM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픈소스 PLM 솔루션인 Aras 
INNOVATOR®에 기반하여 조선 PLM에 요구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중소조선소에서 도입하기 용이한 
형태의 PLM 시스템 원형을 개발하였다. 

 
3. 오픈소스 기반의 

조선 PLM 시스템 구현 
 

3.1 오픈소스 PLM 솔루션 Aras Innovator® 
 
본 논문에서 PLM 원형 개발에 사용한 오픈소스 PLM 

솔루션인 Aras Innovator®은 Fig.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Aras Innovator, 2013). 앞서 2장에서 언급한 PLM 
솔루션의 필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Fig. 2 Solution diagram of Aras Innovator®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량제조산업에 적용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MCAD (Mechanical CAD: CATIA, Autocad 등)와 
ECAD (Electrical CAD: AutoCAD Electrical 등)와 연계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조선 PLM을 위해서는 MCAD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 조선 CAD와 연계되어야 한다. 

 
3.2 조선 CAD의 특성 

 
일반 제조업과 조선 산업은 설계의 방법과 프로세스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Fig. 3에서 보여주듯이 일반 제조업의 
설계는 상향 설계의 개념을 가지며 조선 산업의 설계는 하향 
설계의 개념을 가진다. 이러한 설계 방법의 차이는 Table 
3과 같은 설계 특징의 차이를 보이는데 제품의 구조를 
설계자가 결정할 수 없는 것, 부품의 명칭을 설계자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또한 조선 설계에서는 CAD로 
모델링 하는 영역이 조선소 내 또는 외주를 통해 직접 
제작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선박을 구성하는 부품의 
정보를 CAD로부터 모두 추출해 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Fig. 3 Comparison of mass production and shipbuilding 
 
 
 



Table 3 Comparison of Mechanical CAD and Shipbuilding CAD 
CAD 설계 방법 설계 특징 

Mechanical CAD 상향 설계 
(부품→조립품→완성품) 

- 설계자가 제품의 구조를 파악한 후 설계 
- 조립품과 완성품은 부품의 설계 후 적용 
- 제품의 구조는 항상 변경 가능 

Shipbuilding CAD 하향 설계 
(외판→조립블럭→단위부품)

- 설계자가 제품의 구조를 알지 못하더라도 설계 가능 
- 외판으로부터 구획을 분할할 때 CAD에서 구조 및 명칭을 부여 
- 단위부품을 생성할 때 CAD에서 명칭을 부여 
- 제품의 구조를 설계자가 임의 변경할 수 없음 (CAD시스템 에러 처리) 

 

3.3 조선 PLM 시스템 원형 구현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조선 CAD인 AVEVA Marine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조선 CAD의 특징을 반영하여 
조선 PLM 시스템 원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① 
기본설계/상세설계/생산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BOM을 
구성하고, ② 기본설계/상세설계/생산설계 프로세스를 
PLM의 BPM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③ 조선 
CAD와 PLM과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성한 
시스템은 Fig. 4에 나타나 있다. 

 

 
Fig. 4 System diagram of shipbuilding PLM prototype 

 
Aras Innovator에서 문서관리, 워크플로우 (BPM), 

프로젝트 관리 등 PLM의 일반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생성된 
설계 정보 및 업무 정보 등은 Microsoft® SQL Server에 
저장되며, 필요 시 Aras Innovator에 다시 제공된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조선설계의 특징을 반영한 주요 선종별 
BOM template이 SQL Server에 저장하여 새로운 선박의 
설계를 시작할 때 사용된다. Template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 수정하여 다음 호선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조선 CAD인 AVEVA Marine과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조선 CAD의 설계 정보를 PLM으로 입력할 수 
있고, 반대로 PLM의 BPM에서 reference 정보를 이용하여 

조선 CAD의 도면 혹은 모델을 호출할 수 있다. 
 

4. 조선 PLM의 적용 시나리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구현한 오픈소스 기반의 
중소조선용 PLM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박의 생애주기 중 
기본설계/상세설계/생산설계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4.1 선박의 생애주기와 PLM의 BOM 

 
먼저 선박의 전체 생애주기와 그에 따른 BOM의 

진화과정 및 구분 구조는 아래 Fig. 5에 나타나 있다. 선박의 
생애주기는 크게 설계와 생산으로 나뉘어 진다. 설계 단계는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그리고 생산설계로 구분될 수 있다. 
기본설계는 선박을 대상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생성되는 E-BOM (Engineering Bill of Materials)을 다른 
E-BOM과 구분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bE-BOM이라 
하였다. 상세설계는 선박의 구조적 연속성을 가지는 
구획이나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구획 단위인 zone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 때 생성되는 E-BOM을 dE-BOM이라 하였다. 
생산설계는 선박의 대조 단위가 되는 block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생성되는 E-BOM을 pE-BOM이라 하였다. 
생산 단계에서의 BOM을 M-BOM (Manufacturing Bill of 
Materials)라 하는데 직능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시운전 
이후에는 다시 선박을 단위로 하는 MRO-BOM 
(Maintenance Repair & Overhaul Bill of Materials)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검증 시나리오에서는 이 중 설계 과정 
즉, E-BOM (bE-BOM, dE-BOM, pE-BOM)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 5 Shipbuilding process and BOM structure 

 
4.2 기본설계 BOM (bE-BOM)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선박의 기본도와 specification, 설계 

표준, 표준 부품 형상 및 기호 등이 정의된다(Fig. 6). 정의된 
정보는 bE-BOM에 저장되게 된다. 이 때 설계자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작업을 PLM을 BPM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에서 할당 받아, 조선 CAD인 AVEVA 
Marine의 drafting module이나 워드프로세서인 MS-Word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일반적인 
PLM에서라면 작업한 도면 자체를 PLM의 database에 
저장하겠지만, 조선 CAD에서는 자체적인 DB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중복하여 저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PLM에는 필요한 정보만 reference 형태로 저장한다. 

 

 
Fig. 6 E-BOM for basic design stage (bE-BOM) 

 
4.3 상세설계 BOM (dE-BOM)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zone 단위로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때 각 zone의 구조도를 조선 CAD에서 작성하고, 실제 
소요될 물량을 추정한 예량 정보를 MS-Excel 등으로 
작성한다(Fig. 7). 설계에 있어서 기본설계에서 작성한 
bE-BOM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 정보들은 PLM의 

BPMS에서 설계자에게 작업 할당과 동시에 제공된다. 
따라서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거나, 
요청할 필요가 없다. 

 

 
Fig. 7 E-BOM for detail design stage (dE-BOM) 

 
4.4 생산설계 BOM (pE-BOM) 

 
생산설계 단계에서는 대조 단위인 block 단위로 설계가 

이루어진다. 각 block에 대하여 공작도와 절단도, 3D 
Modeling, nesting도, 물량정보 등이 작성된다. 이 때 
기본설계와 상세설계에서의 정보가 필요한데 상세설계와 
마찬가지로 BPMS에서 관련 정보를 reference로 제공받게 
된다. 

 



 
Fig. 8 E-BOM for production design stage (pE-BOM) 

 
5. 조선 PLM 시나리오 적용 

 
3장에서 구현한 조선 PLM 원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4장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아래 그림 Fig. 9는 선박의 생애 
주기를 개략화하여 PLM의 BPMS로 모델링한 것이다. 

 

 
Fig. 9 BPM model of ship lifecycle 

 
설계단계 중 생산설계를 보다 하위 레벨로 확장하면 Fig. 

10과 같다. 2501 블록의 설계를 BPM에서 설계자에게 
할당하게 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호선의 기본설계 E-BOM과 
속해있는 zone의 정보인 상세설계 E-BOM을 제공하게 
된다. 

 

 
Fig. 10 BPM model of production design 

 
구현한 조선 PLM 원형에서는 일반적인 상선의 

기본설계/상세설계/생산설계 BOM을 template 형태로 
가지고 있다. Template을 이용함으로써 매번 BOM 
structure를 재생성할 필요 없이,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되도록 하였다. 

Fig. 11~Fig. 13은 본 논문의 PLM 원형을 이용하여 
구현한 기본/생산/상세 설계 BOM의 예시이다. 이 때 
reference 형태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조선 CAD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link를 제공하며, PLM에 publishing 된 
문서파일은 PLM에서 check out 하여 수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1 E-BOM example for basic design stage 

 

 
Fig. 12 E-BOM example for detail design stage 

 

 
Fig. 13 E-BOM example for production design stage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하요 상용 PLM을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조선소를 대상으로 
PLM원형을 개발하였다. 공개되어있는 PLM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중복 개발의 공수를 줄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조선소의 요구사항에 맞는 
PLM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생산을 위한 M-BOM에 대한 template과 보다 
사용자에게 편리한 조선 CAD-조선 PLM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중소형 조선소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반영함으로써 
중소형 조선소에 최적화된 PLM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a) 한국연구재단 과제 (2012-0000176) “조선 
PLM 의 BOM (Bills Of Material) 커널 개발에 관한 연구”, (b) 
국방과학연구소 과제 “차세대함정첨단함형 특화연구실” 연구 
결과의 일부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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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반 선박의장 APA에서의 인접선각 검색 모듈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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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Plate Searching Module for Relation Based Ship 

Outfitting Assembly Planning Automation 
Wonchul Yoo, Boram Kim, Tae-wan Kim 

 
 

요약 
 

The plate searching module for relation based ship outfitting assembly planning automation(APA) is developed in this
study. Ship outfitting APA is automates the assembly planning process in ship outfitting production design using CAD data.
It is a key issue for relation based ship outfitting APA to find the related plate of a part. Implementation of related plate
searching algorithm andconfronting issues while the implementation is covered in this study. Validation of the implemented 
module is done with the real ship data of 96k drillship. The approximate accuracy of the module is 83%. The accuracy can
be approved by modifying the edge weight function of the part-relation graph. 
 
Keywords: AssemblyPlanning Automation(APA, 조립계획 자동화), Ship outfitting production design(선박의장 생산설계)  
 

1. 서론 
 
Assembly Planning Automation(APA)는 제품의 

조립순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생산설계시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안되었다(Seo, et 
al., 2007).제품을 각 부품과 그 연결관계의 집합으로 구성된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분석하여 조립단계를 결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 때, 부품을 정점으로 그 
연결관계를 간선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product 그래프 
모델이라고 한다(Cho, et al., 1996). 그래프 이론의 발전을 
바탕으로 APA는 단순히 조립 순서와 단계를 결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간단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생산 
비용이나 구조적 안정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Laperriere & ElMaraghy, 1996). 

하지만 조선 산업에서의 APA 적용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APA를 조선산업에 적용한 경우로 
선체생산설계에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Smith, et al., 2001). 

APA를 조선 의장 분야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른 
산업과 달리 조선 분야의 assembly planning은 조립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 스테이지를 결정한다. 또한 
부재의 수가 매우 많고 그 체결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이를 자동화하기 어려웠다. 부재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선박의장의 APA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그 정확도가 70~80%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Yoo, et al., 2012). 

공간기반 선박의장 APA의 낮은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선박 부재들의 part-relation 그래프를 구성하여 APA를 
수행하는 관계기반 선박의장 APA의 개념이 대두되었다(Lee, 
2012). 관계기반 선박의장 APA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스테이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부재가 어떤 블록과 가장 
연결관계가 깊은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의장 APA를 위한 인접 선각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인접선각 검색 알고리즘을 실제 조선 
CAD를 대상으로 구현하고 실제 생산 설계에서 결정한 인접 
블록과 구현한 인접선각 검색 모듈의 결과를 비교, 
검증한다. 

 
2. 인접 선각 검색 알고리즘 

 
2.1 인접 선각 검색 알고리즘의 입력과 출력 

 
인접 선각 검색 모듈은 관계기반 선박의장 APA에서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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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part-relation 그래프를 사전에 작성하는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부재간 충돌 검사 모듈을 이용하여 
부재간의 연결관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 후, 인접선각 검색 과정에서 이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부재간 충돌 검사는 보통 부재를 생성함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매일 밤 모든 부재들에 대해 백그라운드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부재간 충돌 검사 모듈에 각 부재간의 
최소거리가 일정 기준 거리 미만일 때, 이를 별도의 
part-relation 그래프 연결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코드를 삽입할 수 있다. 부재간 충돌 검사 모듈은 매일 밤 
수정 또는 생성된 부재들에 대해서만 수행하기 때문에 
part-relation 그래프를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외부의 충돌 검사 모듈을 이용하여 연결관계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Table 2 Schema example for interference result DB 
Column name Type 
OriginPartID DbIdentifier 
DestinationPartID DbIdentifier 
OriginPartType String 
DestinationPartType String 
CreationDate DateTime 

 
4. 인접 선각 검색 모듈의 검증 

 
4.1 검증 방법 

 
설계자가 지정한 부재의 assembly블록과 인접선각 검색 

모듈을 통해 결정된 각 부재의 인접블록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실시한다. 
대상 호선은 생산설계가 끝나 각 의장 부재의 블록과 
스테이지가 결정된 실호선으로 한다.  

설계자가 생산설계를 통해 결정한 assembly 블록은 1개 
인데 반해 인접선각 검색 모듈의 결과로 나오는 인접블록은 
1개 또는 2개일 수 있다. 만약 인접선각 검색 모듈의 결과로 
2개의 인접블록이 나오는 부재들은 설계자가 결정한 
스테이지와 해당 부재의 종류에 따라 인접블록의 개수가 
1개인지 2개인지 확인 가능하다. 현장의 생산설계 
담당자들에 따르면, 주로 대조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조립되는 부재들은 1개의 인접 블록을 가지며, 대조 단계 
후에 조립되는 부재들 중 의장부재의 종류에 따라 2개의 

인접블록을 갖는 경우가 있다.  
설계자들이 결정한 부재의 블록과 스테이지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4.2 검증 결과 
 
96k drillship을 대상으로 전장, 선장, 기장, 선실을 포함한 

모든 의장 부재를 대상으로 인접선각 검색 모듈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과 같다.  

 
Table 3 Plate searching module validation result 

 Pipe Support Steel Electrical Total 
Machinery 90.1% 81.6% 69.7% - 79.6%
Hull Outfitting 84.3% 85.4% 67.5% - 81.9%
Accommodation 87.6% 86.4% - - 87.7%
Electrical - - - 89.8% 89.8%
Total 87.8% 84.0% 69.3% 89.8% 83.3%
 
비교적 그 연결구조가 간단한 배관 부재들에 대해서는 

85~90%의 설계결과와 인접선각 검색 모듈의 수행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다른 부재들에 대해서도 약 8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었다. 철의장품에 대해서는 낮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part-relation 그래프의 가중치 
함수를 정교하게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인접선각 검색 과정에서 part-relation 그래프 생성을 
위해 사용한 부재간 충돌 검사 모듈이 일부 연결관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다. 테스트 전체 부재중 
약 10% 이상의 불일치 결과가 이러한 연결관계 미확인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충돌 검사 모듈의 정확도가 
개선된다면 인접선각 검색 모듈의 정확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관계기반 선박의장 APA를 위한 인접선각 

검색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관계기반 선박의장 APA를 위한 
인접선각 검색 모듈을 개발하였다. 인접선각 검색 속도를 
올리기 위하여 동일 assembly 하에 있는 의장 부재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grouping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part-relation 그래프를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연구, 구현하였다. 구현된 인접선각 검색 모듈을 생산설계가 
완료된 96k drillship을 대상으로 검증하였으며 설계자들이 
결정한 assembly 블록과 대략적으로 약 83%의 일치를 



보였다. Part-relation 그래프를 구현하는 과정 중 사용한 
부재간 충돌 검사 모듈의 오류를 해결하고, part-relation 
그래프의 가중치 함수를 개선한다면 일치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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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Tank 내부 자연대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수치해석
이현석, 정재환, 윤현식†(부산대학교)

Numerical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Convection 
Heat Transfer in LNG Tank

Hyun-Seok Lee, Jae Hwan Jung, Hyun Sik Yoon
 

요 약

LNG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NG-FPSO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LNG-FPSO의 운영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
요하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중 LNG를 저장하는 동안 탱크 내부와 외부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LNG의 증발문제는 비용절감을 위한 중요 연구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LNG-FPSO의 LNG 저장 탱크 내부의 자연대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수치해석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얻어진 열분포 데이터는 탱크 내 열·유동 및 증발량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LNG-FPSO (선박형 LNG 해양플랜트), Natural Convection (자연대류), Heat Transfer Analysis (열전달 해석), Temperature 
Distribution (온도분포)

1. 서 론
메탄(CH4)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안

정성이 높은 청정에너지로, 환경오염과 고갈 문제에 시달리고 있
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로 인
한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액화, 저장, 하역할 수 있는 FLNG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운송되는 과정에서 LNG는 대기압 하에서 -162℃의 초저온 
액체상태로 저장된다. 이 때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유입되
는 열 유속으로 인하여 LNG 증발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장, 
운송 중 LNG의 증발량을 줄이고 선체부재가 최저 허용 한계온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장설비의 
성능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고도의 설계기술과 건조기술이 필요
하다. 그래서 LNG-FPSO 기본설계 단계에서 LNG 저장설비의 온
도분포를 미리 예측하고, LNG 증발량 산정을 위한 단열 시스템 
평가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
직까지는 LNG-FPSO 저장탱크의 열해석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
지 않은 실정이다.(Heo et al., 2002; Lee et al., 1998; Lee 
Jung Hye, 2004)

본 연구에서는 상용 프로그램 FLUENT를 사용하여 
LNG-FPSO의 membrane-type LNG 저장탱크 모델의 열분포 해
석을 2D부터 3D로 확장, 수행한다. 외부 계산조건으로는 대기 
및 해수의 온도는 선체의 저온취성을 고려한 USCG(United State 
Coast Guard) 조건인 대기온도 -18℃, 해수온도 0℃와 국제해
사기구(IMO) 조건인 대기온도 45℃, 해수온도 32℃ 하에서 계산
을 수행한다. 

2. 문제 정식화
2.1 지배 방정식

공간상의 고정된 영역에서  생성항이 없는 3차원 비정상상태 
열전달 방정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T는 온도(℃), ρ는 밀도(kg/m³), c는 비열(J/kg℃), 𝑘
는 열전도계수(W/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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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NG Cargo tank arrangement

이때의 경계 S는 온도경계조건 ST와 열유속이 주어지는 Sq로 
구분되며 ST∪Sq = S, ST∩Sq = 0을 만족한다.

           (2)

여기서 T0는 초기온도(℃), TS는 표면온도(℃),𝙦 n는 heat 
flux(W/m²), 𝒉는 대류열전달계수(W/m²℃)를 나타낸다. 

2.2 열전달 계수

대기 및 해수에 접하고 있어 강제대류에 의하여 열전달이 이
루어지는 선체 외측에서의 강제대류 열전달 계수는 기본적으로 
Re 수 및 Pr 수의 함수로 유체의 속도와 대표길이 및 유체의 물
성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선체 내측의 자연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에서의 자연대류 열전달 계수는 Gr수의 함수이다.

선체평판의 온도분포를 수치해석하기 위해서는 경계조건에 해
당하는 전열면의 표면온도나 표면에서의 대류 열전달 계수를 알
아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대류가 일어나는 수평평판
에 대하여는 McAdams의 실험식인 식(2)를, 수직평판에는 
Waner의 실험식인 식(3)을 이용하여 대류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
였고, 강제대류가 일어나는 선체 외측에 대해서는 Whitaker의 실
험식인 식(4)를 이용하여 대류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였다.

                            (3)
                  (4)
                      (5)  

   
3. 수치해석 모델 및 조건

3.1 수치해석 모델
Fig.1은 LNG 탱크의 2열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Port 방향 탱

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화물탱크 사이에는 선체가 허용온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heating coil이 설치된 cofferdam이 설치되어 
있다.

Cofferdam을 포함하여 화물탱크의 종방향 및 횡방향의 열적 
경계조건이 대칭되기 때문에 수치해석모델을 화물탱크와 
cofferdam의 1/2로 정하였다. 선체평판에 설치된 보강재의 영향
을 무시하였고, 저장탱크를 구성하는 복잡한 형태의 단열재도 단
순화하였다. 

3.2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의 외부 조건은 서론에 밝힌 바와 같이 USCG 조
건, IMO 조건에 따른다. LNG의 적재율은 98.5%이고 cofferdam
내의 공기 온도는 +5℃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적재 과정을 거친 직후의 실제 탱크온도분포를 초기온도
로 두고 해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수치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탱크
초기온도를 임의로 두고 수행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SCG와 IMO 조건에서

의 FLNG의 LNG 저장탱크의 열분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탱
크 위치에  저장탱크의 모델 및 여러 종류의 단열재 구조는 단순
화하였다. 

추후 연구로 여러 환경 조건을 고려한 LNG 탱크 내 열·유동해
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들은 선체 온도분포 및 증발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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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The liquefaction process system is regarded as primary among all topside systems in LNG FPSO. This liquefaction
process system is composed of many types of equipment. LNG equipment on offshore plants has quite different demands 
on the equipment compared to traditional onshore LNG plants, so the risk analysis of this process system needs to be
performed. This study investigates how DEVS formalism for discrete event simulation can be used to risk analysis of the 
liquefaction cycle for LNG FPSO. The risk analysis method based on DEVS formalism could be better model for reflecting the
system configuration than the conventional risk analysis methods, such as fault tree analysis and event tree analysis. 
 
Keywords: Risk analysis, LNG FPSO, Liquefaction cycle,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Ship motion effect 
 

1. 서론 
 
화석 연료의 고갈, 청정 에너지에 대한 요구 등과 함께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천연 
가스(Natural Gas; NG)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천연 가스는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육상 및 천해 지역보다는 
심해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 심해 가스전의 개발과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천연 가스의 생산과 저장, 그리고 하역을 담당할 수 있는 
LNG FPSO (Liquefied Natural Gas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의 수요도 최근 발생하고 있다.  
특히, LNG FPSO는 해상 천연 가스 매장 장소 근처에 
위치하고, 생산되는 천연 가스를 처리하여 LNG로 액화하는 
시설과 저장하는 탱크, 그리고 하역 설비를 탑재한 해상 
구조물로써 LNG의 생산, 처리, 보관 등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해상에서 생산한 LNG를 
육지까지 운반할 필요 없이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에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며, 이에 따라 LNG FPSO는 
해상 공간에서의 생산, 저장, 하역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LNG FPSO는 그 기능에 따라 구성 요소를 크게 
topside와 hull, 그리고 turret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topside는 process system과 utility system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process system에는 분리 공정(separation process), 
전처리 공정(pretreatment process), 액화 공정(liquefaction 
process) 등이 있으며, utility system는 process system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topside의 process system 
중 액화 공정 시스템은 천연 가스를 액화하여 부피가 약 
1/600 인 액화 천연 가스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LNG 
FPSO topside process system 건조 비용의 55%, 전체 건조 
비용의 27%를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 시스템이다. 

LNG FPSO의 액화 공정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하여 할 
사항에는 최적의 효율을 가지는 액화 공정의 선택, 육상에 
비해 제한된 면적을 각종 공정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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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한 장비의 최적 배치, 안전, 해상 환경에 따른 
선박의 운동 및 에너지 효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LNG 
FPSO의 액화 공정은 해상 환경이라는 특수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 비슷한 구성의 육상용 액화 공정 시스템에 
비해 높은 빈도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상이라는 제약된 공간으로 인해 유지 및 보수 기간도 
육상에 비해 훨씬 오래 소요된다. 따라서 LNG FPSO의 액화 
공정 설계 시에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부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때를 고려한 여분의 장비 
2) 정기적인 유지/보수 프로그램 
 
Fault Tree Analysis (FTA) 방법은 시스템의 고장 확률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김성택(2012)은 선박 기관 의장실에 대해 FTA 방법을 
이용하여 fault tree를 생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고장 확률 
계산을 위해 Markov chain 방법과 Bayesian network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2가지 방법은 모두 fault tree 
analysis가 수행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며, fault tree 
analysis는 분석 자체가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훈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한 순차적 처리나 타이밍, 수리 등의 
요소를 고려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Chang 등(2008)은 
LNG 운반선의 재액화 공정에 대해 timed-Markov chain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고장 확률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액화 공정 시스템의 layout과는 별개로 Markov chain을 
생성해야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LNG FPSO의 액화 공정 설계 시 다양한 
LNG 액화 공정을 손쉽게 합성하고 최적의 작동 조건을 
자동을 결정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인 System Entity Structure / Model Base (SES/MB) 
방법론과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형식론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액화 공정의 합성 결과를 
이용하여 FTA를 생성하지 않고 DEVS 형식론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또한 선체의 
운동이 열 교환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신뢰도 
분석에 반영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LNG 액화 공정의 
합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액화 공정의 자동 
합성을 위한 SES, MB, DEVS 형식론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LNG 액화 공정에 대한 SES 의 구성 과정과 
SES를 이용한 자동 합성 과정을, 5장에서는 자동 합성을 
통해 얻어진 액화 공정의 신뢰도 분석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해 서술한다. 

 
 

2. LNG 액화 공정의 합성 
일반적인 액화 공정은 Fig. 1과 같이 compressor, 

condenser, expansion valve, heat exchanger 등의 장비로 
구성된다. 액화 공정 내에서 냉매(refrigerant)는 cycle을 
순환하면서 압축, 냉각, 팽창 과정을 통해 상(phase)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원하는 물체나 물질을 냉각한다(구남국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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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simplified liquefactio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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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other example of liquefaction cycle 

 
Fig. 1은 흔히 가정집에 존재하는 냉장고에서 사용하는 

액화 공정이며 이와 같이 1개의 compressor 만으로는 천연 
가스를 액화 시킬 수 있을 만큼의 냉각 효율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Fig. 2와 같이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천연 가스를 
액화시킬 수 있는 공정으로 바꿀 수 있다. 장비의 추가와 
배치에 따라 액화 공정의 열 효율이 달라지기에, 장비를 
다양하게 조합하고 조합한 액화 공정에 대해 최적인지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액화 공정의 합성(synthesis)이란 사용자가 요구하는 냉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비를 조합하고 배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액화 공정을 합성할 때는 장비를 일정 규칙에 
따라 배치하게 된다. 예로서, compressor 에서 압축되어 
온도가 상승한 냉매는 온도를 냉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항상 
condenser가 뒤 따른다. 마찬가지로 expansion valve를 
통과한 냉매는 팽창에 의해 온도가 크게 떨어지기에 다른 
물질을 냉각시키기 위해 heat exchanger로 연결된다. 
따라서 설계자는 액화 공정을 합성할 때 이러한 제약 조건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장비를 추가하고 연결 관계를 



고려하면서 배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자가 보다 
손쉽게 액화 공정의 합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액화 공정의 
조합을 대부분 표현할 수 있는 구조적인 형태의 모델링 
방법론인 system entity structure (SES)를 도입하였다. SES 
내에는 액화 공정 합성 시 고려해야 할 연결 관계의 규칙을 
사전에 정의할 수 있기에 설계자가 보다 손쉽게 액화 공정을 
합성할 수 있다. 

 
3. System Entity Structure / Model Base와 

DEVS 형식론 
Zeigler 등(2000)은 시스템의 구조적인 연결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인 system entity structure (SES)와 시스템의 
동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인 model base (MB)를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MB에서 표현된 동적 행동 
객체와 SES에서 표현된 구조적 연결 관계를 상호 결합하여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다. 

 
3.1 System Entity Structure (SES) 

Fig. 3은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구조적 연결 
관계로 표현한 예이다. 인간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성별, 
육체, 정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육체는 다시 머리, 손, 팔, 
다리, 발, 몸통으로 나눌 수 있다. SES는 Fig. 3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구조적인 연결 관계를 tree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SES에서 사용하는 구조적인 
표현 방법에는 하나의 객체를 다른 여러 개의 객체를 
결합하여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류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Fig. 3에서 육체는 머리, 손, 팔, 다리, 
발, 몸통으로 구성되며, 이를 decomposition의 약어인 
‘dec’로 표현하였다. 인간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기에 종류를 나타내는 specification의 약어인 ‘spec’로 
표현하였다. 손은 왼손과 오른손이 있으며, 0~2개의 손이 
존재하므로 다중 선택을 수행할 수 있는 multiple 
decomposition의 약어인 ‘mul’로 표현하였다. 

MB 는 SES 를 구성하는 최하위 구성 요소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Fig. 3의 예제에서는 남성, 여성, 머리 왼
손, 오른손 등을 포함한 객체의 집합을 의미한다. 

 
3.2Pruned Entity Structure (PES) 

SES에 표현되는 여러 가능한 구조 중 하나의 대상 
구조를 선택하는 과정을 pruning 이라고 한다. 
Pruning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스템의 구조를 Pruned Entity 
Structure (PES)라 한다. 예를 들어 Fig. 3의 SES에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구성 요소를 선택하여 Fig. 5의 PES를 

도출할 수 있다. 
 
① “성별”에서 “남성”을 선택 
② “손”에서 2개의 “손”을 선택 
③ 2개의 “손”을 선택한 것에서 각각 “왼손”, “오른손”을 

하나씩 선택 
 

인간

성별 육체

spec

남성 여성 손

dec

다리머리 팔 발

dec

몸통

mul

손

spec

왼손 오른손

정신

Select
2 entities

Select
1 entity

Select
1 entity

Select

 
Fig. 3 Example of system entity structure for human 

 
3.3 DEVS 형식론 기반의 Model Base (MB) 

SES와 PES가 시스템의 구조적인 정보와 하위 모델 간의 
연관 관계를 표현한다면 MB(Model Base)는 시스템의 
동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모델의 집합을 말한다. MB에 
포함된 각각의 모델들은 SES에서 최하위에 위치한 모델이 
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표현한다. 각 모델들은 
주어진 입력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결과로써 출력을 내보낸다. MB에 포함된 
모델들은 Zeigler 등이 제안한,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과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규격화된 
모델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Ha 등(2011, 2012)은 이를 
기반으로 이산 사건 및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커널을 개발 하였다. 

Fig. 4는 Zeigler 등(2000)이 제안한 규격화된 모델 구조 
중 단위 모델(atomic model)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단위 
모델의 구성 요소는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과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에 따라 각각 다음의 7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 

 
①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모델 구조(DEVS)의 구성 요소: 

입력, 출력, 상태 변수, 외부 상태 변경 함수, 내부 상태 
변경 함수, 출력 함수, 시간 진행 함수 

②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 모델 구조(DTSS)의 구성 요소: 
입력, 출력, 상태 변수, 외부 상태 변경 함수, 적분 함수, 
상태 사건 발생 함수, 출력 함수 



 
Fig. 4 Model templates for discrete event and discrete time 
simulation: atomic model 

 
3.4 System Entity Structure(SES)와 Model Base(MB)를 

이용한 모델의 생성 
Fig. 5은 SES와 MB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SES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구조적인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 MB 내에는 
SES에서 최하위 단에 위치하는 동적 행동 객체들이 단위 
모델(atomic model)로 구성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pruning의 결과로 얻어진 PES와 MB의 결합으로써 Fig. 5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시스템을 SES를 이용하여 
하위 모델의 구조적인 연결 관계로 표현하고, 동적인 행동을 
MB를 이용하여 표현한다면, SES와 MB를 결합하여 
시스템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SES에서 표현되는 하위 모델 간의 구조적인 관계는 pruning 
과정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PES로써 얻을 수 있으며, 이와 
MB를 결합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Pruned Entity Structure

인간

성별(남성) 육체

손

dec

다리머리 팔 발

dec

몸통

dec

왼손 오른손

Model Base

왼손

오른손

머리

결합

 
Fig. 5 Generation of simulation model by using pruned entity 
structure and model base 
 

4. System Entity Structure를 이용한 LNG 
액화 공정의 자동 합성 

 
4.1 LNG FPSO의 액화 공정을 위한 System Entity 

Structure의 구성 
LNG FPSO의 액화 공정은 사용되는 장비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정을 가질 수 있다. Fig. 6은 LNG FPSO 
액화 공정의 한 예이다. Fig. 6의 액화 공정은 천연 가스를 
냉각하여 액화 천연 가스로 변환하기 위해 precooling, main 
cooling의 2개사이클을공정내에포함하고있다. 
또한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해각사이클 별로 3개의 heat 
exchanger를가지고있으며, 다수의 
compressor를이용한다단압축을수행하고있다. 

Precooling: 
3 stage compression refrigeration 

Main cooling: 
3 stage compression, 3 stage refrigeration

Phase 
Separator 2

Expansion
Valve 5

Common
Header 4

Heat exchanger 1

Compressor 1 Condenser 1

Compressor 2

Common
Header 1

Expansion
Valve 1

Expansion
Valve 2

Compressor 4 Condenser 2

Compressor 5

Intercooler 1

Expansion
Valve 6

NG LNG

Heat exchanger 2

Heat exchanger 3

Phase 
Separator 1

Expansion
Valve 4

Common
Header 3

Compressor 6Intercooler 2

Expansion
Valve 3

Main cooling
(Second Cycle)

Mixed Refrigerant 2

Heat exchanger 4 Heat exchanger 5 Heat exchanger 6

Common
Header 2

Compressor 3

Tee 2Tee 1

Precooling
(First Cycle)

Mixed Refrigerant 1

3 stage compression refrigeration

3 stage compression with intercooler 3 stage refrigeration  
Fig. 6 Example of the liquefaction cycle of a LNG FPSO 

 
Fig. 6의 

예에서볼수있듯이액화공정을구성하는기본요소는냉각사이클(
cooling cycle)이다. 
냉각사이클의개수는액화공정에존재하는냉매(working 
fluid)의수에따라결정된다. 현재까지개발된냉각사이클은 
single cycle, dual cycle, triple cycle이있으며, 
냉각사이클의개수가증가하면에너지효율도증가한다. 
그러나냉각사이클의증가에따라장비의개수가증가하기때문에
장비설치비용증가, 복잡성, 
공간의부족이라는문제가발생한다. 이와같은이유로최근설계 
및 생산되는 LNG FPSO에서는 냉각 사이클이 2개인 dual 
cycle을적용검토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각각의냉각사이클은냉각작업을수행하기위해기본구성요소
인 compressor, condenser, expansion valve, heat 
exchanger 등의 4개장비로구성된다. 
4개의필수구성요소에덧붙여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해다음의 
3가지종류의 stage를 추가한다. 

 



① Compression refrigeration stage: Compressor, Tee, 
Expansion Valve, Heat Exchanger, Common Header  

② Compression with intercooler stage: Compressor, 
Condenser 

③ Refrigeration stage: Phase Separator, Heat Exchanger, 
Expansion Valve, Common Header 

 
위와 같은 형태의 LNG 액화 공정을 system entity 

structure 표현하면Fig. 7와같다. Fig. 7에서 
볼수있듯이액화사이클(liquefaction cycle)은 SES의 multiple 
decomposition(‘mul’)에의해다수의냉각사이클(cooling 
cycle)의조합으로이루어 진다. 각각의 냉각 사이클은 SES의 
decomposition(‘dec’)에 의해 basic stage와 additional 
stage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Basic stage는 
decomposition에 의해 compressor, expansion valve, 
condenser, heat exchanger의 4개 장비를 필수 구성 요소로 
가진다. Additional stage는 multiple decomposition 에 의해 
다수 stage를 구성할 수 있으며, SES의 
specification(‘spec’)에 의해 compression refrigeration, 
compression with intercooler, refrigeration 의 종류로 
구분된다. 각각의 stage 역시 하위에는 decomposition에 
의해 필요한 장비들로 구성된다. 

 

 
Fig. 7 System entity structure for liquefaction cycle of LNG 
FPSO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SES 내에는 각각의 entity를 

선택할 때 필요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액화 
사이클에서 냉각 사이클을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냉각이 
되는 NG의 흐름이 2개의 냉각 사이클을 모두 지나야 한다. 
이에 대한 규칙은 Fig. 7의 cooling cycle 상단의 multiple 
decomposition(‘mul’) 내에 정의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basic stage 를 구성하는 4개 장비의 연결 관계도 
decomposition에 정의되어 있다. 

 
 

 
4.2 Pruning 과정을 통한 LNG FPSO 액화 사이클의 자동 

합성 
Fig. 7의 SES는 pruning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의 

액화 공정을 합성할 수 있다. Fig. 8은 pruning 과정을 통해 
single cycle로 합성된 하나의 액화 공정을 생성한 결과이다.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cooling cycle을 선택하고, 
basic stage 만을 선택하고 additional stage는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single stage로 구성된 single cycle의 pruned 
entity structure (PES)를 합성할 수 있다. 

 
Fig. 8 Pruning system entity structure of liquefaction cycle: 
single cycle with single stage 

 

 
Fig. 9 Configuration of single cycle with single stage from 
pruned entity structure 

 
Fig. 8과 같이 구성한 PES는 model base (MB) 내의 장비 

모델과 결합하여 Fig. 9와 같이 액화 사이클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한다. 이 때 각의 장비는 SES 
내에서 사전에 정의된 연결 규칙에 따라 연결된다. 

Fig. 10는 pruning 과정을 통해 dual cycle을 구성한 
예시이다.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precooling cycle은 
compression refrigeration stage를 추가로 선택하여 two 
stage로 구성하였으며, main cooling cycle은 additional 
stage 없이 basic stage로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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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Pruning system entity structure of liquefaction cycle: 
precooling with two stage compression refrigeration and 
main cooling with single stage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Fig. 10에서 구성한 PES는 model 

base (MB) 내의 장비 모델과 결합하여 Fig. 11과 같이 액화 
사이클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한다. 각각의 장비는 
사전에 SES에 정의된 연결 규칙에 따라 연결된다. 

Fig. 9와 Fig. 1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SES와 pruning 
과정을 이용하면 다양한 조합의 액화 사이클을 자동으로 
합성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additional stage나 새로운 
장비가 추가되더라도 SES의 구성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액화 사이클의 
합성(synthesis)에도 바로 반영할 수 있다. 

 

 
Fig. 11Configuration of dual cycle from pruned entity 
structure 
 

5. LNG 액화 공정의신뢰도 분석 
5.1 LNG 액화 공정의 신뢰도 분석 방법 

LNG 액화 공정의 신뢰도 분석은 액화 공정 합성 후 
선정된 각 장비의 고장률(failure rate)을 기반으로 한다. 
고장률이란 단위 시간 동안 장비가 고장날 확률을 의미하며, 
이 때 단위 시간은 주로 시간(hour) 단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장비가 1,000 시간 동안 2번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고장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2 10  [failures/hour] 

 
고장률이 주어졌을 때 장비의 고장 확률(failure probability)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각 장비의 고장 확률을 고려하여 전체 시스템의 고장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은 방법으로는 Fault Tree Analysis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FTA는 시스템 안전 공학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1962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처음 고안되었다. 
Fault tree는 장비의 고장(failures)과 특정한 사건(specific 
accident)의 연관 관계를 계층적 구조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Fault tree에서는 하위 노드에 위치한 하위 장비의 고장 및 
특정 사건이 여러 가지 논리 연산의 조합으로 상위 시스템의 
고장을 결정하도록 정의된다. 

 
예제 시스템: 직렬 구조

Valve ‘A’, ‘B’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시스템 고장

OR

Valve A
고장

Valve B
고장

Valve A Valve B
Fault Tree Analysis

 
Fig. 12 Fault tree analysis of simple serial system 

 
Fig. 12는 간단한 직렬 구조 시스템을 fault tree로 나타낸 

예를 보여준다. 예제 시스템에서는 valve A와 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하나라도 고장 나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측의 fault tree에서 ‘OR’게이트를 
이용하여 fault tree가 구성된다. Fig. 12의 예제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이어서 손쉽게 fault tree를 구성할 수 
있으나, LNG FPSO의 액화 공정과 같이 복잡하고 장비들 
간의 연결 관계, 장비의 오작동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할 경우 시스템의 오작동과 관련되는 인과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기에 fault tree를 생성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4장에서 설명한 SES/MB를 
이용한 액화 공정의 합성 결과에 신뢰도 분석용 DEVS 
모델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고장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5.2 DEVS 형식론을 이용한 LNG 액화 공정의 신뢰도 분석 

본 논문에서는 DEVS 형식론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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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LNG 액화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델링 하였다. 
Fig. 14는 single cooling cycle에 대한 모델링 결과를 
보여준다. 냉각 사이클에 포함되는 compressor, condenser, 
expansion valve, heat exchanger 등의 장비와 고장 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nalyzer 는 모두 DEVS 
형식론을 기반으로 모델링 되었다. Single cooling cycle의 
장비 구성과 연결 관계는 앞서 4장에서 설명한 SES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구성된다. Analyzer 모델 내에는 각 
장비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이 DEVS 형식론을 
기반으로 정의되어 있다. 

Single Cooling Cycle
(Coupled Model)

Compressor
(Coupled Model)

Condenser
(Coupled Model)

Heat 
Exchanger

(Coupled Model)

Expansion
Valve

(Coupled Model)

Automatically 
generated by SES

Analyzer
(Coupled Model)

 
Fig. 13 Configuration of single cooling cycle in DEVS 
environment 

 
시스템의 고장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다음의 2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1) 매 단위 시간 마다 장비의 고장 여부 확인 
2) 선행 장비로부터 전달 받은 입력을 다음 장비로 

내보냄 
 

Phase separator, tee, common header, heat 
exchanger의 경우 입력과 출력의 개수가 다르기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위 사항을 고려한 일반적인 장비의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quipment (Atomic Model)

THROW WAITING
∞

Inlet Outlet

If ?Inlet

ANALYZEFAIL
∞

IsOperating=ThrowDice()

IsOperating==true

IsOperating
==false

IsOperating==false

 
Fig. 14 Atomic Model ‘Equipment’: determine the equipment 
was failed or not 

 

장비의 작동 여부는 Fig. 14와 같이 구성된 ‘Equipment’ 
단위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Equipment’ 단위 모델은 
시뮬레이션 시작 시 매 단위 시간마다 장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THROW’ 상태를 유지한다. 매 단위 시간마다 
주어진 확률에 따라 장비의 작동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장비가 고장나면‘FAIL’ 상태로, 그렇지 않으면 
‘WAITING’ 상태로 전환한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할 
‘Analyzer’ 모델로부터 신호를 받아 전체 시스템의 장비를 
순환하면서 전체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장비는 ‘Equipment’ 단위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phase 
separator, tee, common header, heat exchanger와 같이 
입출력의 개수가 다수인 경우는 이를 상속 받아 입출력의 
개수에 맞게 일부 기능을 변경하여 장비를 모델링한다. 

매 단위 시간마다 각각의 장비에 대한 작동 여부를 
‘Equipment’ 단위 모델을 이용하여 확인하면, 그 후에는 
‘Analyzer’ 모델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순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Analyzer (Atomic Model)

CHECK CHECKING
∞

Result Check

?Result: NumOfSuccess++

NumOfSuccess
==NumOfCycles  

Fig. 15 Atomic Model ‘Analyzer’: check the system was 
failed or not 

 
전체 시스템의 작동 여부는 Fig. 15와 같이 구성된 

‘Analyzer’ 단위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Analyzer’ 단위 
모델은 시뮬레이션 시작 후 매 단위 시간 마다 전체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CHECK’ 상태를 
유지하다가 ‘CHECKING’ 상태로 전환하면서 연결된 장비로 
신호를 내보낸다. 이후 연결된 장비는 ‘Analyzer’ 모델에서 
내보낸 신호를 각 장비의 작동 여부에 따라 서로 주고 받게 
되며,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Analyzer’ 
모델은 자신이 내보낸 신호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5.3선체 운동에 의한 열 교환기의 효율 저하 

LNG FPSO는 육상의 플랜트와는 달리 해상에 위치한다. 
플랜트의 기반이 되는 선체는 해수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파도에 의한 운동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선체의 상부에 
위치한 플랜트도 영향을 받는다.선체 운동에 의해 액화 공정을 
구성하는 여러 장비들도 효율이 저하되며,이 중에서 열 
교환기(heat exchanger)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Fig. 16Concept of spiral wound heat exchanger 

 
LNG FPSO의 액화 공정에 탑재 되는 열 교환기는 냉각 

방식에 따라 크게 plate fin heat exchanger (PFHE)와 spiral 
wound heat exchanger (SWHE)로 나누어진다. PFHE는 주로 
1.0 MTPA 이하의 소규모 액화 공정에서 사용되며, SWHE 는 
대규모 액화 공정에 사용된다. SWHE의 내부에는 Fig. 16과 
같이 아주 얇은 철관의 다발로 촘촘히 감싸져 있으며 철관 
안으로는 냉각 대상이 되는 높은 온도의 냉매가,철관 
밖으로는 냉각을 시키는 낮은 온도의 냉매가 흐르는 형태로 
동작한다.SWHE의 경우 높이가 약 50m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장비로서 LNG FPSO 내의 장비 중 가장 큰 장비에 속하며, 
3~5개의 deck를 관통하는 형태로 장착된다.따라서 액화 
공정의 장비 중에서도 가장 선체 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Fig. 17Heat exchanger effectiveness 

 
열 교환기의 효율은 Fig. 17과 같이 열 교환기를 통과하는 

냉매의 온도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수치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선체 운동이 발생할 때와 발생하지 않을 때의 열 
교환기를 통과하는 냉매의 온도를 계산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열 교환기의 효율을 계산하면 선체 운동에 의한 열 

교환기의 효율 저하를 계산할 수 있다. 
LNG FPSO의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열 교환기의 

효율이 20% 이상 저하되면 장비의 동작을 
정지시킨다.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열 교환기의 효율이 평상 시 보다 20% 저하되면 장비의 
동작을 정지 시킴으로써 열 교환기의 고장률을 예측할 수 
있다.그리고 이를 신뢰도 분석 시뮬레이션에 반영함으로써 
선체 운동을 고려한 LNG FPSO 액화 공정의 신뢰도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LNG FPSO의 액화 공정 설계 시 설계자가 

장비의 구성을 자유롭게 변경하고 변경된 액화 공정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사용되는 system entity 
structure (SES)를 이용한 시스템의 구조적 모델링 방법론을 
이용하여 LNG 액화 공정의 다양한 합성 과정을 하나의 
구조적인 모델로 표현하고, pruning 과정을 통해 다양한 
조합의 액화 공정을 설계자가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형식론을 
이용하여 액화 공정에 사용되는 각각의 장비를 모델링하고, 
SES로부터 생성된 액화 공정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또한 선체 운동을 고려한 열 교환기의 고장률 
수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자동 합성으로 생성된 
다양한 LNG 액화 공정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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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의 구획배치 최적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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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Optimization System for Compartment Arrangement 
of Oil t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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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yun Park

요 약

Optimum structural design algorithms developed until now have been available to minimize weight and cost on fixed 
compartment arrangement, but it was impossible to control modification of compartment arrangement and reinforcement types of
transverse members. 

Preliminary ship designs consist steps of hull form design, structural compartment arrangement, damage and stability 
calculation, structural and outfitting design. 

In this stage, it was been reported that 2~3% reduction of hull weight and construction cost was available after determining 
compartment arrangement. On the contrary, according to experts group, if design optimization process considering compartment 
arrangement is possible to be developed, it would decrease weight and cost more than 5% compared to an existing ship.

Therefore, in this study, an automated optimization system for compartment arrangement is developedt to maximize 
DWT(deadweight) and to reduce S.W.B.M (Still Water Bending Moment) that influence the ship cost and weight using 
multi-objective optimization technique. PMOFM(Pareto optimal based multi-objective function) was used as an optimization solver.
The developed algorithm was verified with Aframax oil tanker.

Keywords : Optimization system for compartment arrangement(구획배치 최적화 시스템), Automated algorithm for compartment 
arrangement(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Aframax oil tanker(아프라막스급 유조선), Preliminary structural design(초기 구조 설계).

1. 서 론
1.1 연구 배경

국제적으로 고유가와 환율상승, 원자재비의 급성장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선체 중량 및 건조비를 최소로 하는 선체구조 최
적조설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선체 구조 설계는 확정된 중앙 횡단

면에서의 중량과 건조비를 최소화로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구
조 설계단계에서 구획배치 변경과 횡강도 부재 보강 형식을 제어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박의 기본설계는 선형, 구획, 구조, 의장 등 여러 단계의 설
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조설계는 구획이 확정된 다
음에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 구조 강도를 만족하면서 중량 또는 
건조비를 최소로 하는 방법은 처음에 설계된 구조에서 2～3 %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그
룹에서는 구획 배치를 고려한 구조 최적화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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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content Application 
requirements

MARPOL ANNEXⅠ 
REG. 12A

Oil fuel tank 
protection

All ships delivered on 
or after 

1 August 2010
MARPOL ANNEXⅠ 

REG. 18,
CSR Sec.5 3.1.2

Segregated 
ballast tank

Oil tankers delivered 
after 1 June 1982

그 효과는 최소 5% 이상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본 설계단계에서의 선체 구조설계 

시간 단축 및 설계기술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근 강화되고 있
는 탄소배출 규제 등 환경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배수량, 선급규정 및 국제 협약상의 복원성 및 손상 복원성 
기준(MARPOL, SOLAS, CSR, IS code 등)을 만족하면서 구획을 
최적으로 배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체 구
조부재의 치수를 변경하여 화물창 용적을 극대화 하면서 최소 
S.W.B.M(Still Water Bending Moment)를 갖는 최적의 설계 변
수를 찾아내는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설계 
변수가 화물창 용적과 S.W.B.M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
를 분석하였고,  분석 이후 무작위 탐색기법(Na and Karr 2002, 
Na 2005, Na el al. 2005)인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
여 최소 S.W.B.M과 최대 화물창 용적을 구하는 설계 코드를 수
행하고, 이를 실적선과 비교하여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1.2 연구 현황
최적화 기법들은 대부분 선체 중앙횡단면을 중심으로 한 구조 

최적화에 대한 연구로서 선체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구획배치 최적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인데 그
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획배치 설계에 관련 연구는 Lee and Lee (1996)가 초기설
계 단계에서 구획배치 설계기준과 지식베이스화 하여 설계 시 시
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설계지원 방법을 제시하였고, Byun, et 
al. (1997)은 선박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선주의 요구조건과 각
종 규종 및 제한조건(분리평형수 요건)을 바탕으로 화물창 용적, 
밸러스트 용적, 복원성 및 트림조건에 만족하는 구획배치를 결정
하기 위해서 외부 선박계산 프로그램인 SIKOB를 호출하여 결과
값을 확인하는 구획배치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선박의 길이방향(선수/미부와 중앙평행부)의 분할만이 
가능하여 학문적 성과는 있었으나 실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
웠다. 이후 함정의 구조 내벽과 접근 통로가 있는 설비 배치 문
제(FLP, Facility Layout Problem)를 해결하기 격벽 배치를 수행
하는 유전자 알고리즘 (Han & Lee, 2000; Han, et al., 2001)을 
개발하였으나 내벽과 접근통로 인근의 문제에 국한하였고, 전체 
선박의 배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간의 구획배치 연구는 선박의 국부
적인 배치 문제를 이상화하여 다루거나, 전면적인 실 설계 적용
이 아닌 학문적인 입장에서 구획배치 자동화의 가능성을 타진하
는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구획배치와 구조설계를 통합한 선박
의 최적설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연구로,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2.1 대상선박

본  연구의 대상 선박은 115k 아프라막스급 유조선(Aframax 
tanker)으로 주요치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115k Aframax oil tanker
Item Dimension (m)

Length over all LOA 249.99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LBP 239.00

Moulded breadth B 44.0
Moulded depth D 21.00
Design draft / T 13.60
Scantling draft TS 14.90

2.2 연구 내용
선체의 주요 요목과 선형설계에서 결정된 선형을 바탕으로 자

동화 알고리즘을 통해 구획배치를 수행하고, 생성된 구획배치 결
과가 설계상 요구되는 용적을 만족했을 때 실적선의 결과와 비교
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은 유조선에 관한 공통구조규칙
(CSR)은 물론 해사관련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규정을 만족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 수행하는 최적 구획배 시스템을 Na (2005)가 
개발한 다목적함수 최적 설계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배치된 구획을 토대로 한 용적 계산과 각종 재화상태에 따른 
선박계산은 상용 프로그램(NAPA)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주 프로
그램에서 호출하여 수행하도록 연동시켰다.

3. 구획배치 관련 규정의 검토
유조선의 구획배치에 필요한 규정은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Marine Pollution Treaty),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및 공통
구조규칙(CSR) 등이 있다. MARPOL의 경우 해상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SOLAS의 경우 해상에서의 안
전과 인명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구획배치와 연관된 부분이 많
다. CSR의 경우는 MARPOL 및 SOLAS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구획배치에 고려되는 규정은 크게 
MARPOL과 SOLAS 두 규정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는 상기한 구획배치에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고 있다.

Table 2 Rules and regulations for compartment 
arrangement for oil tanker



MARPOL ANNEXⅠ 
Reg. 19, 

CSR Sec.5 3
Double hull 
and double 

bottom
Oil tankers delivered 

on or after 
6 July 1996

MARPOL ANNEXⅠ 
REG. 22

Pump-room 
bottom 

protection
Oil tankers delivered 

on or after 
1 January 2007

MARPOL ANNEXⅠ 
REG. 23

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
Oil tankers delivered 

on or after 
1 January 2010

MARPOL ANNEXⅠ 
REG. 29 Slop tank All oil tankers

SOLAS, Ch.Ⅱ-1, 
Reg. 12, 

CSR Sec.5 2.2
Collision 
bulkhead All ships

SOLAS Chap. Ⅱ-2 
Reg.4 Cofferdam All ships

CSR Sec.5 2.3 After peak 
tank All ships

4.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어진 선박의 제원을 가지고 화물창 용적

을 보다 크게 확보할 수 있다면, 선박의 주요치수(특히 길이)를 
줄일 수 있어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감소시킬 수 있거나, 주요 
치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화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선박의 최적 설계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획배치를 자동화하는 전략으로 규정이 허락
하는 범위 내에서 중앙화물창 용적을 극대화하고 정수 중 굽힘모
멘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획을 배치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
였다.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은 선미부와 선수부의 구획배치
를 선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중앙화물창 구획으로 설정하는 단계
를 거치게 된다.

구획 배치에 있어 용적의 계산은 선박계산용 상용 프로그램인 
NAPA을 주 프로그램에서 호출하여 계산하였다.

4.1 구획배치 변수
구획배치에 필요한 변수로는 이중저 높이, 이중선체 폭 및 화

물창 길이로 하였다.
이중저 높이는 규정에 만족하는 최소 높이인 2m부터 0.1m씩 

증가시켰고, 동시에 이중저 높이가 0.1m씩 증가할 때마다 규정
에 만족하는 최대 화물창 용적을 확보하는 이중선체의 폭을 결정
하였다. 또한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물창 
길이는 4.2m로 이상을 가지도록 설정하고 이중저/이중선체 변화
에 따른 설계 안에 대해 화물창 길이를 변경하였다.

4.2 제한조건
설계 대상인 유조선의 구획은 선주가 요구한 재화중량(DWT)

을 만족하면서 분리평형수 조건(S.B.T condition, Segregated 
Ballast Tank condition)의 프로펠러 심도(propeller immersion), 
트림조건과 선수미부 흘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제한되었다.

4.3 선미부 자동화 알고리즘
선형개발을 통해 완성된 선미 형상을 토대로 선미관(stern 

tube)의 위치를 찾고 그 높이에 맞게 기관실의 이중저 높이를 결
정한다. 이 후, 엔진의 좌우 유지보수를 고려한 폭, 선미 쪽에 위
치하는 선미탱크(A.P.T., After Peak Tank), 냉각용 청수 탱크
(C.W.T., Cooling Water Tank), 각종 발전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한 통로를 고려하여 주 기관의 길이, 방향 및 위치를 
결정하였다.

선미 격벽(A.P.T. BHD, After Peak Tank Bulkhead)은 선미 
탱크 및 냉각용 청수 탱크의 용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위치
로 결정한다. 이 위치는 실적선의 값으로 하였다.

펌프실(pump room)은 기관실과 화물유 탱크 사이에 배치한
다. 보통 펌프실에는 화물유 펌프 3대, 밸러스트 펌프가 1～2대 
정도 설치되지만, 이들의 재원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수행 전 사용자가 펌프의 
개수, 파이프 배치, 유지보수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해줄 
수 있도록 한다.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 탱크(H.F.O.T., Heavy Fuel Oil 
Tank) 위치 결정 시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과 선측을 손상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정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연료유 탱
크의 위치가 결정되면 항해 거리를 감안하여 연료유 적정 용적을 
계산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탱크 길이와 경사각 등의 변수를 
기초로 연료유 탱크의 용적을 결정하게 된다.

4.4 선수부 자동화 알고리즘
충돌 격벽(collision bulkhead)은 화물 탱크의 용적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SOLAS에서 요구하는 최소 길이로 결정하였다.
선수 탱크(F.P.T., Fore Peak Tank)는 선미 탱크와 마찬가지

로 선박의 트림조절을 위한 밸러스트 탱크이며, 프로펠러 검사
(propeller inspection) 조건에 만족하는 용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4.5 중앙 화물창 자동화 알고리즘
중앙 화물창의 화물유와 밸러스트 탱크의 용적은 MARPOL의 

분리평형수 조건을 고려한다. 분리평형수 조건은 선미의 프로펠
러가 100% 이상 잠기는 것을 요구한다. 초기 설계자가 입력하는 
경하중량(L.W.T., Light Weight)과 선수미부 탱크 용적을 근거로 
MARPOL의 분리평형수 조건에 만족하는 중앙화물창 밸러스트 
용적을 계산한다.

화물유 탱크 용적은 밸러스트 탱크로 정의된 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다. 따라서 이중저 높이를 2.0m부터 점증적



으로 증가시키면서 100% 프로펠러 심도(propeller immersion)를 
만족하고, 화물창 용적을 최대로 하는 이중 선체 폭을 결정하게 
된다. 그 후, S.W.B.M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물창 길이를 변경
하여 구획배치 알고리즘을 재수행하게 된다.

5.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상기한 구획배치 결정 알고리즘을 토대로 구성된 자동화 프로

그램의 주요구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은 구획배치 자동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와 모듈 별 주요 기능을 나타낸다.

Table 3 Major functions of automated compartment 
arrangement system

Module Functions

Input

* Input of principal dimension
  (LBP,B,D,T,etc.)and propeller information
* Hull form data for ship calculation
* Designation of backup folder
* Cargo tank cleaning system type 
  to determine slop tank volume

Ship 
calculation 

* File generation for ship calculation
  using NAPA

Rule 
calculation

* Double bottom height and double side 
  breadth
* Pump room protection
* Slop tank
* Collision bulkhead

Automated 
compartment 
arrangement 

* Changes of design variables 
  (double bottom height, double side 
   breadth)
* Slop tank location
* Changes of cargo tank length and 
  web space considering minimum S.W.B.M
* Output backup of automated
  compartment arrangement 

6. 구획배치 결과
Aframax급 유조선의 구획배치는 중앙화물창의 용적과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결정하는 설계변수(D/B, D/S, 화물창 길이)들
을 조합하여 설계 안을 만들고 선박계산을 수행한다. 각각의 설
계 안의 하중 상태(loading condition)에서 최대 정수 중 굽힘모
멘트(S.W.B.M)를 읽어 드린 후, 모든 설계 안에서의 최소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갖는 설계 안을 찾는다. 이 변수들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설계 안에서 설계변수가 정수 중 굽힘모멘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향성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최소 정수 중 
굽힘모멘트 갖는 설계 안과 최대 재화중량을 갖는 설계 안을 실
적선과 비교하여 구획배치 자동화 코드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6.1 설게변수별 정수 중 굽힘모멘트 경향 분석
화물창 길이 등 간격으로 배치했을 때, 이중저 높이(D/B, 

double bottom height)가 높아짐에 따라 정수 중 굽힘모멘트
(S.W.B.M)의 값이 커지는 것과 선미부 화물창 길이를 증가시킴
에 따라 정수 중 굽힘모멘트가 작아지는 경향을 Table 4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

Table 4 Trend analysis result on S.W.B.M
item D/B

m
D/S
m

Hold length m S.W.B.M
kN*m

Change
of hold 
length

After 
body

Mid.
body

Fore 
body

1
2.0 2.4 30.66 30.66 30.66 3,239,772 

Equidistant 
intervals

2.1 2.3 30.66 30.66 30.66 3,241,469 
2.2 2.2 30.66 30.66 30.66 3,251,132 
2.3 2.1 30.66 30.66 30.66 3,260,913 

2
2.0 2.4 31.01 30.45 30.45 3,239,419 Reduction

in after-
body

2.1 2.3 31.01 30.45 30.45 3,241,047 
2.2 2.2 31.01 30.45 30.45 3,250,700 
2.3 2.1 31.01 30.45 30.45 3,260,491 

3
2.0 2.4 29.26 29.26 33.46 3,191,419 Increase 

in fore-
body

2.1 2.3 29.26 29.26 33.46 3,193,665 
2.2 2.2 29.26 29.26 33.46 3,203,043 
2.3 2.1 29.26 29.26 33.46 3,212,530 

4
2.0 2.4 31.22 29.47 31.22 3,228,079 Reduction

in parallel
middle body

2.1 2.3 31.22 29.47 31.22 3,229,795 
2.2 2.2 31.22 29.47 31.22 3,239,399 
2.3 2.1 31.22 29.47 31.22 3,249,121 

6.2 최소 굽힘 모멘트에서의 구획배치 결과
충돌격벽(collision bulkhead)을 SOLAS 규정에 만족하는 범위

에서 전방으로 3.2m 이동시키고, 분리평형수 조건(S.B.T 
condition)에서의 프로펠러 심도(propeller immersion)을 만족하
면서 최적의 화물창 배치를 수행하는 구회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을 수행하였을 때, 화물창 용적 증가와 정수 중 굽힘모멘트
(S.W.B.M)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5를 통해  최소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갖는 설계 안과 
실적선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이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Table 5 Result of compartment arrangement in minimum 
S.W.B.M 
D/B
m

D/S
m

Hold length m Cargo 
volume

m3
S.W.B.M

kN*mAfter 
body

Mid.
body

Fore
body

Mother
ship 2.39 2.2 30.24 30.24 30.24 131,556.53,308,599 
Best
case 2.0 2.4 29.26 29.26 33.46 136,440.43,191,419 

difference - 4,883.89
(3.71%)

-117,180
(-3.54%)



6.3 최대 재화중량에서의 구획배치 결과
Table 6을 통해 최대 재화중량을 갖은 구획배치 안의 결과와 

실적선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설적선 대비 화물창 용적을 5,224 
m3(3.97%) 정도 추가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정수 중 굽힘모멘트
를 111,245 kN*m(3.36%)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Table 6 Result of compartment arrangement in maximum 
D.W.T

item D/B
m

D/S
m

Hold length m Cargo 
volume

m3
S.W.B.M

kN*mAfter 
body

Mid.
body

Fore
body

Mother
ship 2.39 2.2 30.24 30.24 30.24 131,556.5 3,308,599 
Best
case 2.10 2.20 29.40 29.40 33.11 136,781.0 3,197,354 

difference - 5,224.49
(3.97%)

-111,245
(-3.36%)

7.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

7.1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
Pareto 최적점 기반 다목적함수 최적화 기법(Pareto optimal 

based multi-objective function method)은 직접 탐색법과 확률
론적 탐색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발된 최적화 기법으로 Pareto 
최적점 기반의 탐색방향, 설계치수의 상하한 값을 활용한 탐색
폭, 탐색폭과 연계된 수렴도 및 무작위 탐색법을 활용하여 설계 
전 영역에 걸쳐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최적점을 용이하게 찾
도록 하였다 (Na, 2005).

7.2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구획배치 결과
다목적 함수 최적을 기법은 화물창 용적 최대로 하면서 

S.W.B.M를 최소로 하는 설계변수 값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설계변수는 이중저 높이(D/B)와 이중선체 폭(D/S)로 결정한 
후, 이중저 높이는 2.0m에서 2.7m까지, 이중선체 폭은 2.0m에
서 2.7m까지 변경 가능하도록 설계 영역을 지정하고, 제한조건
은 선주가 요구하는 재화중량과 분리평형수 조건을 만족시키도
록 하였다.

Table 7는 다목적함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설계변수별 목적
함수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다목적함수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사례연구 시 64
개의 설계 안에 대비 29개로 2배 이상의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화물창 길이를 등 간격으로 배치하였을 때
의 결과 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하여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유
용성을 확인하였다.

Table 7 Result of compartment arrangement using 
multi-objective function method

item
Design variable Objective functions
D/B
m

D/S
m

Cargo volume
m3

S.W.B.M
kN*m

Mother ship - 2.39 2.2 131,557 3,308,599 

Design
ship

1 2.2 2.6 133,955 3,289,450 
2 2.1  2.3 136,222 3,249,190 
3 2.3  2.1 135,801 3,268,437 
4 2.6  2.4 132,143 3,342,561 
5 2.4  2.5 133,058 3,315,672 
6 2.2  2.4 134,993 3,274,058 
7 2.6  2.0 134,123 3,313,200 
8 2.6  2.0 134,123 3,313,200 
9 2.6  2.1 133,633 3,320,499 
10 2.0  2.5 135,893 3,247,610 
11 2.7  2.7 129,920 3,381,723 
12 2.0  2.5 135,893 3,247,610 
13 2.7  2.3 131,928 3,352,411 
14 2.2  2.6 133,955 3,289,450 
15 2.1  2.7 134,133 3,280,287 
16 2.3  2.7 132,729 3,314,014 
17 2.0  2.4 136,418 3,239,772 
18 2.1  2.5 135,185 3,264,699 
19 2.0  2.7 134,835 3,263,365 
20 2.0  2.4 136,418 3,239,772 
21 2.2  2.3 135,507 3,266,396 
22 2.1 2.2 136,736 3,241,469 
23 2.1 2.3 136,222 3,249,190 
24 2.0  2.4 136,418 3,239,772 
25 2.1  2.4 135,705 3,256,940 
26 2.1  2.2 136,736 3,241,469 
27 2.0  2.4 136,418 3,239,772 
28 2.0  2.4 136,418 3,239,772 
29 2.0 2.4 136,418 3,239,772 

9.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종 협약 및 규정에 만족하는 구획배치 자동

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MARPOL, SOLAS, CSR, IS code, UR 
S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획을 정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실적선인 115k 아프라막스급 유
조선(aframax tanker)에 적용함으로써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선박의 구획배치의 보
다 합리적인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실제 건조된 유
조선(115k aframax급 tanker)을 대상으로 S.W.B.M와 화물창 용
적을 비교 평가하였다. 다목적 함수로는 S.W.B.M와 화물창 용적



으로 하였으며 최적화 기법으로는 확률론적 탐색법인 
PMOFM(Pareto optimal based multi-objective function)을 이용
하였다. 다목적 함수 최적화 결과로부터 도출된 파레도(pareto) 
설계점들 중 경제성이 뛰어난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2) 다목적 함수 최적화 기법의 유용성을 검증을 위해 사례 연
구(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화물창 길이을 등간격으
로 배치했을 때, D/B가 낮아짐에 따라 S.W.B.M의 값이 낮아지
고, 선수부 2개의 hold(NO,5/6 HOLD) 길이를 증가시켰을 때, 
S.W.B.M의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3) 최소 S.W.B.M를 갖는 설계 안의 경우, 충돌격벽을 SOLAS 
규정에 만족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수쪽으로 이동시켜 재화중
량을 실적선 대비  4,884m3(3.71%)정도 추가 확보 가능하였으
며 이는 동일 선형선박 개발 시 신체길이를 약 3m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S.W.B.M.를 117,180kN*m 
(3.54%)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운항중인 115k 아프라막스
급 유조선(Aframax tanker)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계가 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와 동일한 주요치수로 선박을 설계 시, 
재화중량을 최대 4,880m3정도 늘려서 선주에서 인도하거나  주
요치수를 약 3m정도 감소시켜 선박을 건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W.B.M도 화물창 길이를 고려해 설계가 된다면 
실적선 대비 3.54%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후 최적 구조설계 코드와 연동해 최소 중량/건조비를 
갖는 구획배치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기본설계 기
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설계 기술력의 향상에 많은 도움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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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Optimization System for Compartment Arrangement 
of bulk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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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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 of mi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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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automated algorithm for compartment arrangement was developed to apply preliminary structural design. The 
developed algorithm was verified with Cape size bulk carrier provided by Korean Register.

Keywords : Automated algorithm for compartment arrangement(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Cape size bulk carrier(Cape size급 살물선), 
Preliminary structural design(초기 구조 설계).

1. 서 론
1.1 연구 배경

선체 구조 설계에 이용할 수 있는 최적 설계 기법에 관한 연
구는 그간 꾸준히 진행되어, 고전적인 구조해석법 (Jang & Na, 
1987; Jang & Na, 1996)을 기반으로 한 중앙 횡단면의 최소 
중량 설계 기법, 최소 건조비 설계 기법(Shin, et al., 2006) 등
을 기본 설계에 응용하고 있으나, 선박의 설계 기간 단축 및 설
계기술력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협약과 선급규정
을 기반으로 한 선박의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선체 구조 최적설계시스템과 연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최적 구조설계 기법 (Na, 2005; Shin, et al., 

2006; Jo, 2010)은 확정된 구획배치를 기반으로 중량이나 건조
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됐으나, 구조설계 단계에서
는 구획배치와 횡강도 부재 보강 형식을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기본설계는 선형설계, 구획배치, 구조설계 등 여
러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중 구조설계는 일반적으로 구획이 확정
된 다음에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 최적설계 기법을 동원하면 잘 
설계된 경험설계 안에 대비하여 중량 또는 건조비 측면에서 약 
2～3%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Jang, et 
al., 1997; Na, 2005; Shin, et al., 2006; Jo, 2010). 하지만 전
문가 그룹에서는 구조부재의 최적화 과정에서 선박 구획 배치 변
경을 고려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최소 5%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Song, et al., 2012).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선체 구조설계 단계로 넘어가기 전
에 선행되어야 할 선박의 살물선의 구획배치를 자동화하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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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content Application 
requirements

MARPOL 
ANNEXⅠ REG. 

12A
Oil fuel tank 
protection

All ships delivered on 
or after 

1 August 2010
SOLAS Ch.Ⅱ-2,
Part B Reg. 11 After peak tank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February 

1992
SOLAS Ch.Ⅱ-1, 

Reg. 12-1 Double bottom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February 

1992
SOLAS, Ch.Ⅱ-1, 

Reg. 11
Collision 
bulkhead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February 

1992
SOLAS Chap. 
Ⅱ-2 Reg.4 Cofferdam All ships

ICLL 
ANNEXⅠReg. 39, 
CSR Ch.2 Sec.2

Minimum bow 
height

Bulk carrier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2008

ICLL ANNEXⅠ 
Ch.2 Reg. 15 Hatch coaming

Bulk carriers 
constructed on or 

after 1 January 2005
CSR Ch.3, Reg. 

6 Stool Bulk carriers

CSR. CH.4 Sec.7 Applicable ballast 
conditions All bulk carriers

1.2 연구 현황
최적화 기법들은 대부분 선체 중앙횡단면을 중심으로 한 구조 

최적화에 대한 연구로서 선체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구획배치 최적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인데 그
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획배치 설계에 관련 연구는 Lee and Lee (1996)가 초기설
계 단계에서 구획배치 설계기준과 지식베이스화 하여 설계 시 시
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설계지원 방법을 제시하였고, Byun, et 
al. (1997)은 선박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선주의 요구조건과 각
종 규종 및 제한조건(분리평형수 요건)을 바탕으로 화물창 용적, 
밸러스트 용적, 복원성 및 트림조건에 만족하는 구획배치를 결정
하기 위해서 외부 선박계산 프로그램인 SIKOB를 호출하여 결과
값을 확인하는 구획배치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선박의 길이방향(선수/미부와 중앙평행부)의 분할만이 
가능하여 학문적 성과는 있었으나 실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
웠다. 이후 함정의 구조 내벽과 접근 통로가 있는 설비 배치 문
제(FLP, Facility Layout Problem)를 해결하기 격벽 배치를 수행
하는 유전자 알고리즘 (Han & Lee, 2000; Han, et al., 2001)을 
개발하였으나 내벽과 접근통로 인근의 문제에 국한하였고, 전체 
선박의 배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간의 구획배치 연구는 선박의 국부
적인 배치 문제를 이상화하여 다루거나, 전면적인 실 설계 적용
이 아닌 학문적인 입장에서 구획배치 자동화의 가능성을 타진하
는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구획배치와 구조설계를 통합한 선박
의 최적설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연구로, 全船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2.1 대상 선박

본  연구의 대상 선박은 82k 캡 사이즈 살물선(cape size bulk 
carrier)으로 주요치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82k cape size bulk carrier
Item Dimension (m)

Length over all LOA 299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LBP 2325.5

Moulded breadth B 32.26
Moulded depth D 20.25
Scantling draft TS 12.20

2.2 연구 내용
선체의 주요 요목과 선형설계에서 결정된 선형을 바탕으로 자

동화 알고리즘을 통해 구획배치를 수행하고, 생성된 구획배치 결
과가 설계상 요구되는 용적을 만족했을 때 실적선의 결과와 비교
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살물선의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은 살물선에 관한 공통구
조규칙(CSR, Common Structural Rule)은 물론 해사관련 국제협
약이 요구하는 규정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배치된 구획을 토대로 
한 용적의 계산과 각종 재화상태에 따른 선박계산은 상용 프로그
램(NAPA)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주 프로그램에서 호출하여 수행
하도록 연동시켰다.

3. 구획배치 관련 규정의 검토
살물선의 구획배치에 필요한 규정은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Marine Pollution Treaty),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및 공통
구조규칙(CSR) 등이 있다. MARPOL의 경우 해상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SOLAS의 경우 해상에서의 안
전과 인명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구획배치와 연관된 부분이 많
다. CSR의 경우는 MARPOL 및 SOLAS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구획배치에 고려되는 규정은 크게 
MARPOL과 SOLAS 두 규정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2는 상기한 구획배치에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고 있다.

Table 2 Rules and regulations for compartment 
arrangement for oil tanker



4.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어진 선박의 제원을 가지고 화물창 용적

을 보다 크게 확보할 수 있다면, 선박의 주요치수(특히 길이)를 
줄일 수 있어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감소시킬 수 있거나, 주요 
치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화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선박의 최적 설계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획배치를 자동화하는 전략으로 규정이 허락
하는 범위 내에서 중앙화물창 용적을 극대화하고 정수 중 굽힘모
멘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획을 배치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
였다.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는 먼저 선미부와 선수부의 구획
배치를 선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중앙화물창 구획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구획 배치에 있어 용적의 계산은 선박계산용 상용 프로그램인 
NAPA을 주 프로그램에서 호출하여 계산하였다.

4.1 구획배치 변수
구획배치에 필요한 변수로는 각종 격벽의 위치, 이중저 높이, 

호퍼탱크 너클의 위치 및 화물창 길이로 하였다.
이중저 높이는 규정에 만족하는 최소 높이인 1.62m부터 

0.04m씩 증가시켰고, 동시에 호퍼탱크 너클의 위치는 11.4m에
서 12.5m까지 0.05m씩 증가시켰다. 또한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부 화물창(No.3/No.4/No.5 cargo hold)
의 web frame 개수를 29개에서 31개까지 변경하였으며, 선수부 
화물창(No.1/No.2 cargo hold)의 web frame 개수를 26개에서 
29개까지 변경하였다.

4.2 제한조건
설계 대상인 살물선의 구획은 선주가 요구한 재화중량(DWT)

을 만족하면서 표준 밸러스트 상태(Normal ballast condition)와 
헤비 밸러스트 상태(Heavy ballast condition)의 프로펠러 심도
(propeller immersion), 트림조건과 선수미부 흘수 조건을 만족시
키도록 제한되었다.

4.3 선미부 자동화 알고리즘
선형개발을 통해 완성된 선미 형상을 토대로 선미관(stern 

tube)의 위치를 찾고 그 높이에 맞게 기관실의 이중저 높이를 결
정한다. 이 후, 엔진의 좌우 유지보수를 고려한 폭, 선미 쪽에 위
치하는 선미탱크(A.P.T., After Peak Tank), 냉각용 청수 탱크
(C.W.T., Cooling Water Tank), 각종 발전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한 통로를 고려하여 주 기관의 길이, 방향 및 위치를 
결정하였다.

선미 격벽(A.P.T. BHD, After Peak Tank Bulkhead)은 선미 
탱크 및 냉각용 청수 탱크의 용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위치

로 결정한다. 이 위치는 실적선의 값으로 하였다.
펌프실(pump room)은 기관실과 화물유 탱크 사이에 배치한

다. 보통 펌프실에는 화물유 펌프 3대, 밸러스트 펌프가 1～2대 
정도 설치되지만, 이들의 재원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획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수행 전 사용자가 펌프의 
개수, 파이프 배치, 유지보수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해줄 
수 있도록 한다.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 탱크(H.F.O.T., Heavy Fuel Oil 
Tank) 위치 결정 시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과 선측을 손상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정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연료유 탱
크의 위치가 결정되면 항해 거리를 감안하여 연료유 적정 용적을 
계산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탱크 길이와 경사각 등의 변수를 
기초로 연료유 탱크의 용적을 결정하게 된다.

4.4 선수부 자동화 알고리즘
충돌 격벽(collision bulkhead)은 화물 탱크의 용적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SOLAS에서 요구하는 최소 길이로 결정하였다.
선수 탱크(F.P.T., Fore Peak Tank)는 선미 탱크와 마찬가지

로 선박의 트림조절을 위한 밸러스트 탱크이며, 프로펠러 검사
(propeller inspection) 조건에 만족하는 용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4.5 중앙 화물창 자동화 알고리즘
중앙 화물창의 밸러스트 탱크의 용적은 표준 밸러스트 상태와 

헤비 밸러스트 상태를 고려한다. 초기 설계자가 입력하는 경하중
량(L.W.T., Light Weight)과 선수미부 탱크 용적을 근거로 표준 
밸러스트 상태와 헤비 밸러스터 상태에 만족하는 중앙화물창 밸
러스트 용적을 계산한다.

화물유 탱크 용적은 밸러스트 탱크로 정의된 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다. 따라서 이중저 높이를 1.62m부터 점증적
으로 증가시면서 호퍼 탱크 너클의 위치를 설계영역 안에서 변경
하였다. 그 후, 화물창 길이를 변경하여 최대 화물창 용적을 확
보하면서 S.W.B.M를 최소화 하는 구획배치 안을 도출하게 된다.

5. 구획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상기한 구획배치 결정 알고리즘을 토대로 구성된 자동화 프로

그램의 주요구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은 구획배치 자동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와 모듈 별 주요 기능을 나타낸다.

Table 3 Major functions of automated compartment 
arrangement system



Module Functions

Input
* Input of principal dimension
  (LBP,B,D,T,etc.)and propeller information
* Hull form data for ship calculation
* Designation of backup folder

Ship 
calculation 

* File generation for ship calculation
  using NAPA

Rule 
calculation

* Double bottom height
* Collision bulkhead
* Hatch coaming breadth
* Stool

Automated 
compartment 
arrangement 

* Changes of design variables considering 
minimum S.W.B.M and maximum cargo 
volume (double bottom height, hopper 
tank angle, cargo tank length according 
to the number of web frame)

* Constraint condition: Normal ballast 
condition Heavy ballast codition

* Output backup of automated
  compartment arrangement 

6. 구획배치 결과
살물선의 구획배치는 중앙화물창의 용적과 정수 중 굽힘모멘

트(S.W.B.M)를 결정하는 설계변수(이중저 높이, 호퍼 탱크 너클 
위치 화물창 길이)들을 조합하여 설계 안을 만들고 선박계산을 
수행한다. 각각의 설계 안의 하중 상태(loading condition)에서 
최대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읽어 드린 후, 모든 설계 안을 고려
하여 최소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갖는 설계 안을 찾는다.

자동화 시스템을 수행한 결과, 708개의 설계 안을 얻을 수 있
었으며, 이 설계 안들 중,  최소 정수 중 굽힘모멘트 갖는 설계 
안과 최대 화물창 용적을 갖는 안의 결과를 실적선과 비교하여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6.1 최소 정수 중 굽힘모멘트에서의 구획배치 결과
충돌격벽(collision bulkhead)을 SOLAS 규정에 만족하는 범위

에서 전방으로 1.74m 이동시키고, 표준 밸러스트 상태와 헤비 
밸러스트 상태에서의 프로펠러 심도(propeller immersion)을 만족
하면서 최적의 화물창 배치를 수행하는 구회배치 자동화 알고리
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실적선과 비교하여 화물창 용적 증
가와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4는  최소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갖는 설계 안과 실적
선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이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Table 4 Result of compartment arrangement in minimum 
S.W.B.M 

D/B
m

Hopper 
tank 

knuckle
m

Hold length m Cargo 
volume

m3
S.W.B.M

kN*mAfter 
body

Mid.
body

Fore
body

Mother
ship 1.78 11.94 28.71 26.10 23.49 98,822.1 1,929,450
Best
case 1.62 12.40 27.84 26.97 22.62 100,997.01,865,823

difference - 2174.9
(2.2%)

-63,627
(-3.3%)

6.2 최대 재화중량을 갖은 구획배치 결과
Table 5을 통해 최대 재화중량을 갖은 구획배치 안의 결과와 

실적선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설적선 대비 화물창 용적을 2,178 
m3 정도 추가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24,525 kN*m(1.2%)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Table 5 Result of compartment arrangement in maximum 
D.W.T
D/B
m

Hopper 
tank 

knuckle
m

Hold length m Cargo 
volume

m3
S.W.B.M

kN*mAfter 
body

Mid.
body

Fore
body

Mother
ship 1.78 11.94 28.71 26.10 23.49 98,822.1 1,929,450
Best
case 1.62 12.40 31.32 25.23 22.62 101,000.01,953,975

difference - 2,177.9
(2.2%)

-24,525
(-1.2%)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종 협약 및 규정에 만족하는 구획배치 자동

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MARPOL, SOLAS, CSR, IS code, UR 
S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획을 정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실적선인 82k 캡 사이즈급 살물
선에 적용하였다.

살물선의 구획배치는 중앙화물창의 용적과 정수 중 굽힘모멘
트(S.W.B.M)를 결정하는 설계변수(이중저 높이, 호퍼 탱크 너클 
위치 화물창 길이)들을 조합하여 설계 안을 만들고 선박계산을 
수행한다. 각각의 설계 안의 하중 상태(loading condition)에서 
최대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읽어 드린 후, 모든 설계 안을 고려
하여 최소 정수 중 굽힘모멘트를 갖는 설계 안을 찾는 구획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수행하였다.

자동화 시스템을 수행한 결과, 708개의 설계 안을 얻을 수 있
었으며, 이 설계 안들 중,  최소 정수 중 굽힘모멘트 갖는 설계 
안과 최대 화물창 용적을 갖는 안의 결과를 실적선과 비교하여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최소 S.W.B.M를 갖는 설계 안의 경우, 충돌격벽을 SOLAS 규



정에 만족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수 쪽으로 이동시켜 재화중량
을 실적선 대비 2174.9m3 정도 추가 확보 가능하였으며 이는 동
일 선형선박 개발 시 신체길이를 약 2m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S.W.B.M.를 63,627kN*m (3.3%)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운항중인 82k 캡 사이즈급 
살물선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와 동일한 주요치수로 선박을 설계 시, 재화중량을 최대 
2174.9m3 정도 늘려서 선주에서 인도하거나  주요치수를 약 2m
정도 감소시켜 선박을 건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수 중 굽힘모멘트도 화물창 길이를 고려해 설계가 된다면 실적
선 대비 3.3%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후 최적 구조설계 코드와 연동해 최소 중량/건조비를 
갖는 구획배치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기본설계 기
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설계 기술력의 향상에 많은 도움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사)한국선급 융합연구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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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CODE 개정에 따른 컨테이너선 길이 및  
적재성능 최적화 검토 

이준호(성동조선해양), 정영준(성동조선해양), 손재우(성동조선해양) 
 

 

요 약 
 

2015년 1월 1일 이후 Keel Laying하는 모든 컨테이너선에 적용되는 화물적재 및 고박안전실무규칙(CSS Code) 
Annex 14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정이 선박의 길이 및 적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당사 건조 선박에 대하여
개정된 CSS code에서 선박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검토하고, 이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Bulkhead length 및 선박
길이 증가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선형 변경 없이 기존 선형을 이용할 경우 구획을 재배치하고, 적재 가능한 컨테이너
개수를 산정하고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설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Keywords: CSS Code Annex 14, Lashing position, Bulkhead length 
 

1. 서 론 
 
화물의 안전한 적재 및 고박을 위한 국제 실무 규약인 

CSS Code(The Code of safe practice for Cargo Stowage 
and Securing) 는 1991년 IMO Resolution A.714(17)에 의해 
채택되었다. 선박이 적절한 화물 고박설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박과 인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의 적절한 적부 및 고박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는 등 
화물의 적재 및 고박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컨테이너선에서 발생하는 선원 및 부두인부 사고의 
대부분이 컨테이너 고박작업 시 발생하여, deck에 적재되는 
컨테이너 고박작업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컨테이너 고박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 적절한 고박공구 및 안전한 
작업공간 제공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으며, 
2010년 MSC 87차에서 컨테이너 고박과 관련한 
부속서(Annex 14)를 추가하는 CSS Code 개정안이 
MSC.1/Circ.1352로 승인되었다.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Keel laying 혹은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는 컨테이너선에 적용 예정이며, 기존선 및 
2015년 1월 1일 Keel laying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Section 6(Design), 7.2(Operational procedure)를 포함한 
CSS Code 개정안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에서 건조중인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설계 초기 단계에서 개정된 CSS Code 적용에 따른 선박 
길이 증가에 대한 영향과 적재성능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라싱(Lashing) 작업 개요 
 

라싱(lashing) 작업이란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을 항해 
도중 흔들리지 않도록 고박(securing)하는 작업을 말하며, 
컨테이너 라싱, 일반화물 라싱, 쇼어링(shoring) 라싱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컨테이너 라싱과 관련하여, In hold 
구획에는 Cell guide system이 적용되며, On deck 구획에는 
Twist lock, Lashing bar, Connector system등이 적용된다. 
통상 5,000TEU Class 미만의 선박에서는 Hatch cover 
상에서 2단 컨테이너 상부 코너 또는 3단 컨테이너 하부 
코너를 라싱한다. 5,000TEU Class 이상의 선박에서는 
Lashing bridge를 설치하여, 보다 높은 위치에서 
라싱함으로써 라싱력(lashing force)을 향상시켜 컨테이너 
수량 및 세로 한줄의 중량(stack weight)을 증가시키고, 보다 
간단한 라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하게 2단 
냉동/냉장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다. 

 

3. CSS Code 개정사항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개정된 CSS Code Annex14 규정 중 선박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mendments to the CSS Code Annex 14 
6.2 Provisions for safe access 
6.2.1.1 The minimum clearance for transit areas should be 

at least 2 m high and 600 mm wide 
6.2.2 Lashing position design (platforms, bridges and other 

lashing positions) 
6.2.2.1 Distance between lashing eye and CNTR end line 

- Min. 220 mm / Max. 1,100 mm (Lashing Bridge) 
- Min. 130 mm / Max. 1,100 mm (Other position) 

6.2.2.3 The width of permanent lashing bridges 
- 750 mm between top rails of fencing; and  
-a clear minimum of 600 mm between storage racks, 

lashing cleats and any other obstruction. 
6.2.2.4 Platforms on the end of hatches and outboard 

lashing stations should preferably be at the same 
level as the top of the hatch covers. 

Table 1에서 규정된 각 Lashing position 간 거리를 Fig.1, 
2, 3에 나타내었다. 

 
Fig. 1 Lashing position with no lashing bridge 

 

 
Fig. 2 Lashing position with lashing bridge 

 
Fig. 3 Lashing position between 20ft container on hatch 

cover 
 

Table 1 및 Fig. 1, 2, 3에서 보이는 것처럼 Lashing bridge 
적용 유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간격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Hatch cover 및 Lashing bridge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선박의 길이를 증가시켜 기존선의 설계를 그대로 사용 
불가함을 의미하며, 기존선형을 이용할 경우 적재성능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4. 적용 사례 
 



4.1 길이 증가  
 

세로로 쌓여진 컨테이너들의 묶음을 스텍(stack)이라고 
하며, 인접한 스텍이 모여 하나의 베이(bay)를 이룬다. 
Bulkhead length 는 규정에 의해 컨테이너 끝단면과 
Lashing eye plate사이의 간격(Fig. 1, 2), 그리고 Hatch 
cover 상부 20ft 컨테이너 베이간 횡방향 통행로 상에 
설치된 lashing eye plate간 간격(Fig. 3) 등을 만족시키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컨테이너의 안전한 적재를 위한 Gap, 
선체 운동에 의한 Hatch 개구부의 변형 및 인접한 Hatch 
cover 간의 Movement를 고려하여 기타 의장품과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각 Hatch cover 및 Lashing bridge 제조사는 해당 마진을 
고려하여, 적절한 Bulkhead length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최종 Bulkhead length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당사 실적선인 3,600TEU, 4,700TEU 및 
8,800TEU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Bulkhead length의 증가에 
비례하여 선박의 길이를 증가시킴으로써 CSS code 개정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상선의 주요치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3,600TEU 4,700TEU 8,800TEU 

LBP (m) 217.5 239 288.5 
B  (m) 37.3 37.3 48.2 
D  (m) 19.3 21.8 24.6 

 
3,600TEU, 4,700TEU는 Lashing bridge가 적용되지 않은 

선박이며, 8,800TEU는 Lashing bridge가 적용된 선박이다.  
개정된 CSS code 중 Hatch cover 상부 Lashing eye간 

minimum clear width(Fig. 3)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선박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증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able.3 Length between lashing eye on hatch cover 

 Before After  Difference
Length (mm) 550 600 +50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tch cover 중앙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위치가 선수미 방향으로 각각 25mm씩 
이동함에 따라 기존 Bulkhead length의 Gap이 감소한다. 즉, 
Lashing bridge 및 기타 의장품과의 간섭을 피하고, Hatch 
cover와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적재하기 위한 Gap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기존 Bulkhead length를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Hatch cover 및 Lashing bridge 제조사의 권고에 따른 

Bulkhead length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Bulkhead length by Manufacturer 

 Lashing Bridge No Lashing Bridge 
C 社 1,920 mm 1,945 mm 
S 社 2,000 mm 2,000 mm 

 
Lashing bridge가 적용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 C社가 

권고한 Bulkhead length를 적용하였을 때 세부 변경 사항은 
Fig. 4 및 Table 5, 6, 7과 같다. 

 

 
Fig.4 Details of bulkhead length with no lashing bridge 
 
Table 5 Comparison for 3,600TEU with no lashing bridge 

 A B C D E 

Before(mm)
1,200 119 200 562 319 
1,500 169 200 658 473 
1,700 169 200 858 473 

After (mm) 1,945 204 225 1,007 509 
 
Table 6 Comparison for 4,700TEU with no lashing bridge 

 A B C D E 
Before(mm) 1,600 204 225 662 509 

1,800 204 225 862 509 
After (mm) 1,945 204 225 1,007 509 

 
Table 7 Comparison for 8,800TEU with no lashing bridge 

 A B C D E 
Before(mm) 1,600 194 225 762 419 
After (mm) 1,945 204 225 1,007 509 
 
Table 5, 6, 7에서 CSS Code 적용 후(After) “D” 값은 

Lashing platform 및 기타 의장품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Gap을 포함하고 있다. 

Lashing bridge가 적용된 선박에 대한 Bulkhead length의 



세부 변경 사항은 Fig. 5 및 Table 8과 같다. 
 

 
Fig.5 Details of bulkhead length with lashing bridge 
 
Table 8 Comparison for 8,800TEU with lashing bridge 

 A B C 

Before(mm) 1,830 130 1,250 
1,850 140 1,250 

After (mm) 1,920 150 1,250 
 
Table 8에서 현재 컨테이너 끝단면에서 Lashing bridge의 

Guide pillar까지의 거리는 130~140mm(“B”)이며, Table 
3에서의 변경사항을 적용할 경우 105~115mm로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서 Hatch cover 및 컨테이너의 안전한 적재를 
위하여 150mm Gap이 요구되므로 70~80mm의 Bulkhead 
length증가가 필요하다. 

각 제조사가 권고한 Bulkhead length를 적용하였을 때 
Lashing bridge 유무에 따라 증가된 Bulkhead length는 
Table 9, 10과 같다. 

 
Table 9 Bulkhead length recommended by C社 

 Before (mm) After (mm) Difference 
3,600TEU 1,200~1,700 1,945 245~745 mm
4,700TEU 1,600~1,800 1,945 145~345 mm
8,800TEU 1,600~1,850 1,920 70~320 mm 

 
Table 10 Bulkhead length recommended by S社 

 Before (mm) After (mm) Difference 
3,600TEU 1,200~1,700 2,000 300~800 mm
4,700TEU 1,600~1,800 2,000 200~400 mm
8,800TEU 1,600~1,850 2,000 150~400 mm

 
Table 9,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C社의 권고치를 

적용하면 Bulkhead length가 70~745mm 증가하며, S社의 
경우는 150~800mm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각 베이의 
위치가 선수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선박의 크기 별로 약 
1.3~3.5m 길어진다. 선박의 길이 변화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Extension of vessel’s length 

  Before  (m) After  (m) Difference
3,600TEU C社 217.5 220.65 +3.15 m

S社 221.0 +3.5 m 
4,700TEU C社 239 241.8 +2.8 m 

S社 241.2 +2.2 m 
8,800TEU C社 288.5 291.02 +2.52 m

S社 289.85 +1.35 m
 
Lashing bridge 적용 유무에 따라 각각 1,920mm, 1,945mm 
의 Bulkhead length를 적용하여 선박의 길이 증가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Bulkhead length 증가에 따르는 길이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 Length extension for 3600TEU CC 
 
선박의 길이 증가에 따라 경하중량 및 배수량이 

증가하였으며, LCB위치는 Midship에서 기존선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전체 컨테이너 적재 개수를 기존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방형계수를 최소한으로 
증가시켰다.  

컨테이너선 적재 시 복원성 계산 및 종강도 계산 결과는 
컨테이너 적재 개수 및 위치, Ballasting 여부에 따라서 
편차를 보이므로 동일 조건에서의 길이 증가에 의한 종강도 
평가를 위하여 Normal Ballast condition에서 Bending 
Moment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Table 12 Bending Moment at Normal Ballast condition 

 Before After 
3,600TEU - 약 4.4% 증가 
4,700TEU - 약 0.3% 감소 
8,800TEU - 약 1.3% 증가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00TEU의 경우 Bending 

Moment가 약 4.4%, 8,800TEU는 약 1.3% 증가하였으며, 
4,700TEU는 약 0.3% 감소하였다.  이는 Bulkhead length 
증가에 따르는 Ballast water tank 용적 증가에 기인하며, 
선수 방향 Ballast tank 용적의 증가량이 높은 3,600TEU, 
8,800TEU는 Bending moment가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중앙부에 비해 작은 증가를 보인 4,700TEU의 경우 
Bending moment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각 선종의 
최대 허용 Bending moment 대비 약 80% 수준으로 상기 
모든 선종에서 길이 증가에 의한 종강도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길이 증가로 인한 컨테이너 적재 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Scantling draft에서 Homogeneous 14ton loading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변경 전후 적재 개수를 비교하면 
Table 13과 같다. 3,600TEU 및 4,700TEU의 경우 최소 
GM값의 만족을 위하여, Ballast water와 컨테이너를 동시에 
Loading하여 복원성을 계산하였으며, 8,800TEU는 Ballast 
water loading없이 컨테이너 적재만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Table 13 Homogeneous 14ton loading calculation 
 Before  After  

3,600TEU - +24  
4,700TEU - +13  
8,800TEU - +167  
 
계산 결과 3,600TEU, 4,700TEU는 10~20개, 

8,800TEU는 약 170개의 개수 증가를 보였다. 이는 길이 
증가로 인한 배수량의 증가분만큼 Ballast water 및 컨테이너 
적재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4.2 동일 선형, 베이 감소 

 

기존선형을 변경 없이 이용할 경우 Frame space의 
증가량만큼 각 베이 위치가 선수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컨테이너 구획 수정이 요구된다.  즉, Collision Bulkhead 
위치를 동일하게 유지함에 따라 No.1 hold 길이가 줄어든다. 

변경된 구획에서의 컨테이너 배치를 위하여 Fig. 7와 같이 
No.1 hold 내부에서 20ft two(2) 베이 및 Hatch cover를 
제거하고, Deck 상부에 20ft two(2)베이 대신 20ft 전용으로 
One(1) 베이를 배치하여 컨테이너 적재 개수를 비교하였다. 

 

 
Fig. 7 Change of hold arrangement for 3,600TEU CC 
 
Table 14 Nominal intake capacity in same hull form 

 Before After 
3,600TEU - -68 
4,700TEU - -69 
8,800TEU - -104 
 
선박의 길이와 경하중량이 동일하므로 종강도의 의미있는 

변경은 없으나, Tabl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Nominal intake 
capacity가 약 70~100개 감소하였다. 다만 적재개수 
감소에 대하여 선주와 합의하거나 홀드 구획 이외에서 적재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기존 선형의 활용은 
조선소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당사 컨테이너 실적선을 대상으로 CSS Code 개정에 
따르는 길이 변화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Normal 
Ballast condition에서 길이 증가에 의한 종강도의 증감은 
선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최대 허용 Bending 
moment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Homogeneous 14Ton Loading 계산 결과, 길이 
증가로 인한 배수량의 증가분만큼 Ballast water 및 
컨테이너의 적재량이 증가하였으며, 3,600TEU, 
4,700TEU에서 약 10~20개, 8,800TEU에서는 약 
170여개의 컨테이너 적재 개수 증가를 보였다. 

기존 설적선 선형을 변경없이 이용할 경우 증가된 베이 
길이에 따른 구획 수정이 요구되며, 이로 인하여 각 선종 별 
70~100여개의 Nominal intake capacity 감소가 예상된다. 

Bulkhead length의 변경 폭과 선박 길이는 비례하여 
증가하고, 이에 따라 컨테이너 적재개수 및 종강도가 변경될 
것이다. 즉, S社 권고치인 2,000mm를 적용할 경우, 선박 
길이가 증가하여 적재 개수 및 종강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주요 치수의 최적화를 위해서 선박의 길이뿐 아니라 
폭, 깊이, 흘수, 방형계수 등, 다양한 설계 인자의 변경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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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각국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대기오염 및 해양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신개념 복합

동력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선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력원은 디젤 엔진으로 단시간 내에 동력의 생산 및

공급이 뛰어나지만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도입이 가속화 되면 디젤 엔진을 대체하기 위한 동력

원의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신개념 복합 동력원의 기술 개발 현황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연료전지의 선박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 Fuel Cell. 복합 동력원, 연료전지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

용량 증가로 기후변화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

라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고자 하

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적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

될 전망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의 감축을 위한 각종 법적 수단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7년부

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를 중심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2005년 5월 19일을 기점으로 해

양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로 국제해양오염방지

협약 (MARPOL 73/78 Annex VI)을 발효하였으며, 2008년부

터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하여 2015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20% 이하 수준 감축, 2016년부터 80% 감축을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CO2규제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존선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디젤 엔진

을 대체할 수 있는 신개념 동력원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 선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력원인 디젤 엔진은 

동력이 필요한 경우 단시간 내 동력의 생산 및 공급이 뛰어나

지만 CO2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도입

이 가속화 되면 디젤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동력원의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신

개념 동력원은 풍력, 태양광, 원자력, 해양에너지, 연료전지 

등이 있다. 풍력, 태양광 및 해양에너지는 낮은 에너지 효율 

및 외부 환경에 따른 전력 생산 품질이 낮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선박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원자력 발전은 방사

능 차폐 등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선박에 적용하기에는 무

리가 따른다. 따라서 전력 품질이 높고 해상환경에 적합한 연

료전지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신개념 복합 동력원 

기술 개발 현황과 경제성을 파악하고, 한국선급에서 개발 중

인 신개념 복합동력원 테스트베드의 개발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복합동력원의 기술 개발 현황

차세대 선박 동력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술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연료전지 시스템은 연료 중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

산하는 발전 시스템으로 오염 물질의 배출과 소음이 거의 없

다. 또한 전력 생산 품질 및 효율이 높아 친환경적이며, 기존

의 화석연료 발전 방식 대비 3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

축할 수 있다. 

현재 개발된 연료전지의 종류는 PEMFC, AFC, MCFC, 

PAFC 및 SOFC 가 있으며, 이 외에 수소대신 메탄올과 물을 

사용하는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DMFC) 와 수소대신 석탄 

혹은 디젤 오일을 사용하는 '직접 탄소 연료전지(DCFC)' 도 

연구되고 있다. 

2.1 연료전지 복합동력원 기술 동향

2.1.1 국내 기술 개발 현황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선박용 연료전지의 개발과 관련되어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으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국내 

연료전지 사업자와 조선사들이 선박용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

을 가지고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연료전지로 투입되는 연료의 전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는 일

부 대학과 연구소에서 중소형 액체 연료 개질 기술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에서는 

2kW급 SOFC용 자열 개질 방식 연료 개질기를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GS 칼텍스는 납사 수증기 개질 

방식의 고순도 수소 제조 장치를 적용한 수소 충전소를 구축

하여 운영하였으며,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는 중소형 디젤 

개질을 통하여 수소를 배출가스 후처리용 필터에 질소산화물 

처리용 환원제로 공급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정부주도로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선박보조전

원용 MCFC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2차

년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MCFC 시스템을 선박의 

보조전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상환경에 적합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발 및 선박계통과의 연계, LNG 및 디젤 개질을 

통한 연료공급 시스템의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단계 

과제 목표 달성 후에 2단계로 실증운전을 하는 국책 연구 사

업이다.

  주로 연료전지기술을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트 및 관광선(100인승 미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및 IMO IGF Code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2.1.2 국외 기술 개발 현황

  연료전지시스템을 적용하는 선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럽

의 국가들이 선도하고 있다. 유럽에서 진행되는 연료전지 선

박 프로젝트는 독일의 ZEMShips, 노르웨이의 Fellowship, 핀

란드의 Methapu, European Commision의 지원으로 유럽의 

21개 국가가 파트너를 구성하여 추진 중인 FCShip 프로젝트

가 있다. 

Table 1. Fuel Cell Project 

Project Nation
Fuel cell 

capacity

Fuel Cell 

Type

Fellow Ship   Norway 330 kW MCFC

Fuel Cell 
boat   

Netherlands 60–70 kW PEMFC

Methapu 
Project 

Finland 250 kW SOFC

FCS 
Alsterwasser 

Germany 48kW PEMFC

MC WAP 
Project

Italy 500 kW MCFC

ZEMShip 
Project 

Germany 200 kW PEMFC

  독일의 ZEMShips (Zero Emission Ship) Project는  약 100

인승의 연료전지 여객선을 개발하여 상업운항 중에 있으며, 

노르웨이의 Fellowship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LNG 연료기반 320kW급 MCFC 선박 시스템 기술 개발을 완

성하여 2009년 320kW급의 LNG 기반 시스템의 테스트를 완

료하고, 현재 'OSV Viking Lady‘호에 탑재되어 North Sea 

condition에서 운전 중에 있다. 

Fig. 1 ZEMShip fuel cell system diagram



핀란드의 Methapu 프로젝트는 SOFC 기술에 기반을 둔 보조

전원용 250kW급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2008년 20kW급 보조전원 시스템의 실증 운전을 실시하

였다. FCShip 프로젝트는 2004년 연료전지 시스템의 안정성 

요구조건과 경제적/환경적 잠재력 조사를 완료하였다. 

Fig. 2 Outline of Methapu project

  그 밖에 미 해군의 방위산업 과제로써 SSFC 프로젝트는 

MCFC 기술을 선박의 주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5MW

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일본조선연구회에서

는 500GT급 내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1994년에 연료전지선박

의 개념설계를 완료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소형 여객선 및 레

저 보트용 연료전지를 개발하였고, 아이슬란드에서는 어선용 연

료전지 추진선을 개발하였다. 

2.2 한국선급의 연료전지 선박 Test Bed 현황

한국선급의 Test bed는 Fig. 3과 같이 연료전지 시스템, 

디젤발전기, 배터리, 부하저항기로 구성되어 있다.

Fig. 3 test bed concept design

Test bed의 운용 목적은 Fig. 4와 같이 상선의 운항 데이터 

분석에 따른 test bed 실험용 부하 시나리오 개발, 부하 시나

리오에 따라 scale-down test를 위한 복합동력원 발전 용량 

산정 및 전력제어 방법, 반복 실험을 통한 동력원 제어의 

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CO2 저감 효과 달성이다.

Fig. 4 13k TEU Container

Operation 

mode
kW

Time

(min)
Reference

Normal 

seagoing
70 0

F/C 100kW(output), 

L/L 30kW(output)

Holding 70 20
F/C 100kW(output), 

L/L 30kW(output)

Port in/out 110 30
F/C 100kW(output), 

ESS 10kW(output)

Holding 110 60
F/C 100kW(output), 

ESS 10kW(output)

Loading 

(shore crane)
180 80

F/C 100kW(output), 

ESS 30kW(output), 

D/G 50kW(output)

Holding 180 130

F/C 100kW(output), 

ESS 30kW(output), 

D/G 50kW(output)

Loading  

(deck crane)
50 150

F/C 100kW(output), 

L/L 38kW(output), 

ESS 12kW(recharge)

Holding 50 190

F/C 100kW(output),

L/L 38kW(output), 

ESS 12kW(recharge)

Harboring 40 200

F/C 100kW(output), 

L/L 48kW(output), 

ESS 12kW(recharge)

Holding 40 230

F/C 100kW(output), 

L/L 48kW(output), 

ESS 12kW(recharge)

Total 450 230

Table 2 control of power sources in compliance with Load



Fig. 7 Prediction of power Sources for the Ship

적용대상은 컨테이너 선박과 LNG carrier이며, 실제 선박에 

test bed를 적용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폭발성이 강한 수

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복합동력원 시스템의 

machinery arrangement 기술, 복합 동력원 전력 시뮬레이션

을 통한 안전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Fig. 5 Fuel supply line diagram of Fuel Cell

2.3 연료전지 복합동력원의 선박 적용을 위한 경제성 분석

  본 연구에서 경제성 분석을 위해 용융탄산염연료전지 

(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300kW급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장치비, 설치비, 제어기구, 파이핑, 전기설비, 건물, 대지 

및 부대비용을 토대로 공정비용을 계산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화폐 가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물가 상승률과 연간 이율을 각

각 3% 로 가정하였다. 또한 적용 세율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세율을 근거로 13%로 가정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전기 판매 가격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며, 

열병합발전설비가 없기 때문에 전기 수익만과 전기수익에 연

계된 탄소세 등 부가요소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Fig 6. Applicable Time Prediction

  Fig 6은 현재 선박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D/E (Diesel 

Engine), DFE (Dual Fuel Engine) 및 연료전지 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하였을 때 기존 기술과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탄소세의 가격 및 연간 상승률에 따라 예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연료전지시스템의 적용 시 

10~11년 정도부터 D/E 및 DFE 기술보다 경제성 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이 연료전지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연료전지의 국내외 개발현황과 선박

에 적용하기 위한 신개념 동력원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연료전지

시스템이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후 선박 

엔진의 패러다임이 현재 주로 사용되는 디젤엔진인 듀얼퓨얼

엔진 (DFE: Dual Fuel Engine) 과 혼용되는 시점을 거쳐 

2020년 이후부터는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타입의 기술로 발전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국선급의 신개념 동력원의 테스트베드의 개발을 

통해 각 동력원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로직의 개발, 연료전지 

용량 대비 ESS(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의 용량 ratio, 연료전지시스템의 안전기준 등의 개발 현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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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용 PSV 특성 및 운용개념
인정강, 김성환, 조성진, 김미영((주)극동선박설계), 김승찬(COENS)

  

1. 개요

해양자원개발의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고, 해

저유전에 대한 개발의 수요가 크짐에 따라 해양

플랜트 산업이 근래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

세이다. 해양플랜트는 이를 지원하는 선박이 필요

하며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

의 지원선이 있다. 해양플랜트가 점차 원거리의 

수심이 싶은 해저 유정을 개발하는 추세이고 고

도화된 장비를 이요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선박도 차츰 대형화 고성능화의 추세를 갖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해양플랜트의 수요와 함

께 증가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지원선은 국내 중소형 조선소에서 건

조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선박이며, 기술적으로 일

반상선보다 까다롭고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PSV 

(Platform Supply Vessel)의 설계개발을 할 수 있

는 설계요구사항 및 설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가 수행되었다. 

PSV 개발 동향과 시황을 분석하여 PSV 수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PSV 의 기술특성분석을 통

하여 주요치수, 선형 특성, 화물창 구획 및 배치

개념에 따른 구조특성, 안전성 분석에 따른 추진

시스템 및 DP 시스템, 주요장비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기술을 기반으로 PSVdml 개발을 위한 운

용개념의 항목에 대해 정리하여 PSV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을 정리하였다.

2. PSV 시장동향

2.1 세계해저유전개발 동향 및 OSV 시황

2.1.1 세계해저유전개발 동향

  Market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해 보면, 먼저 현재의 Oil & Gas market

은 기존 연안 및 대륙붕의 해저, 즉 shallow water

의 subsea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향후 점

차 Deep water 쪽으로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된다. 전반적으로 1990년 이후deepwater의 개발

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수심 

1,000m ~2,000m 사이 그리고 2,000m 이상인 

Ultra deepwater 의 개발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

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또한 deepwater 의 탐사 빈

도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향후offshore 

market의 trend 가 점차 deep water 개발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예전엔 

기술력의 한계나 제정 상 관심 받지 못했던, 심해 

쪽의 석유/가스 개발이 유가의 상승과 유류 수요의 

증대로 점점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개

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offshore market 의 개발은 점차 

deepwater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언급 하

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deepwater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이미 개발되고 생산중인 oil 

& gas field 외에도 개발을 목적으로 대기/준비하는 

field, 그리고 탐사 중이거나 탐사를 마쳐 확보중인 

well등 그 activity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다. 특히나, 호주 및 인도네시아의 deepwater 

activity 가 2000년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

으며, 중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참여로 인해 아시아

에서의 deepwater activity 는 더욱 증가 및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아시아태평양 해역의 해저유전 분포

2.1.2 OSV 시황 

  해양플랜트의 건설과 운영/유지를 위해 아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OSV(offshore support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vessel) Market(Pipe lay 포함) 과 supply base 

market을 들 수 있다. 

OSV시장의 경우 Asia Pacific 지역의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가동률이 2012년

대에 70%로 떨어지긴 했으나, 전체적인 OSV수요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2006

년에서 2009년까지 OSV의 갑작스런 수요의 증가세

를 타고 폭발적으로 건조를 하다 보니 그만큼 가동

률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OSV 가동률

이 대략 70% 이상이면 안정적이고 80% 이상이면 

호황인 시장인 점을 감안했을 때 현market은 안정적

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OSV건조

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며 Global 가동률은 70%정

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아시아 지역

에서의 OSV 가동률이 Global가동률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왔다가 2012년 들어 Global 수준과 비슷하

게 안정된 점이다. 이는 OSV 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점인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특히 아

시아 쪽에서의 OSV 관련 offshore activity 가 더욱 

더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고 이런 아시아 쪽

에서의 activity 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특히 

Deepwater activity가 아시아 쪽에서도 늘어나고 있

는 현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OSV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PSV 수요 분석

  PSV 수요분석은 그 선박의 size 별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통상적인 market에서는 편의상 4000DWT 

이상, 3000~3999 DWT, 2000~2999 DWT, 2000 

DWT 이하로 분류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offshore 

trend 가 deep sea로 가는 경향인 관계로 그에 따

라, PSV도 대형size 의 demand 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supply 도 demand 에 발 맞추어 늘어가는 추

세이다. 

      표 1  4,000DWT 이상 PSV 수요예척

      

특히나, 4000DWT 이상에서는 demand 도 늘어나지

만, 그에 따른 supply 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

후 oversupply 에 대한 선박 가동률이 현재 시장에

서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 선령 5

년 이내 선박이 약 60%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북해 및 남미지역에서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3000~3999DWT 대에서는 꾸준한 market 상승이 

예상된다. 전체적인 가동률이 80% 이상 유지할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Asia-Pacific 지역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운영 선사로는 Tidewater, 

Edson Chouest, Gulf offshore, Bourbon offshore 

등이 있다.

 

   그림 3  3,000~3,999DWT급 PSV 수요예척

2000~2999DWT대 에서도 3000DWT 대와 마찬가지

로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 된다. 선령 26년 이상 된 

선박이 약 19% 이상 차지 하지만, 시장으로 신조유

입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며, 향후 

8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sia-Pacific 및 Latin America 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hornbeck, tidewater 등의 가장 규모가 큰 운

영선사이다.

    그림 3  2,000~2,999DWT급 PSV 수요예척

마지막으로 2000DWT 이하에서는 상기 언급한 다른 

DWT대에 비해 가동률은 많이 떻어질 것으로 예상하

며, 선대중 약 50%이상이 26년 이상 된 노후 선박

으로 포진이 되어있다. 또한 다른 DWT대에 비해 가

장 많은 운영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size 특

성상 shallow water 지역을 중심으로 운항을 하고 

있으며, 북, 남미 및 Middle east 쪽에서 강세를 보

이고 있다. 평균 선령이 20.5년으로 가장 높게 형성 



되어 있다. 

         그림 4 2,000미만급 PSV 수요예척

 

 

3. Global운용 PSV 특성

실적선 자료와 PSV 운항실적을 조사하여 global운용 PSV의 

기술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3.1 주요임무 및 기능

  PSV는 offshore platform을 위한 지원하는 임무로서 물자 및 

인원의 수송과 보조 작업지원이 있다. PSV에서 작업은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시추작업에 소요되는 물자의 공급이 필요

하며 작업인원의 교체를 위한 인력 수송이 포함된다. 또한 보조 

작업으로서 유회수, 타선 소화, 예인, an쵁 handling, rescue, 

ROV handling, 지질탐사, subsea construction, diving support 

등이 있다. 이러한 PSV의 기능은 offshore platform의 설치, 시

추, 해저유정 채취, 제거의 단계에 따라 offshore platform 지원

선으로서 PSV의 기능이 설정된다. 

           표 2  Global운용 PSV 주요임무

3.2 운항해역조건

해저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해역의 offshore paltform을 지원하

는 선박으로서 offshore platform이 작업하고 있는 해역과 운항

항로에 따른 해역환경조건의 특성에 맞는 성능을 잦추어야하나, 

실제 PSV는 global한 해역에 투입 운용되고 있어 PSV의 운항해

역은 가장 조건이 좋지 않은 북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3  Global운용 PSV 운항해역조건

3.3 수송화물 및 특성

PSV로 수송하는 화물은 연료유, cement, mud, chemical, 

brine/drill water, pipe, 청수, 폐기물, 기타 자재 및 인원수송이 

있으며, 화물의 특성 및 용도는 표 3과 같다. 

        표 3  Global운용 PSV 수송화물 및 특성

3.4 실적선 주요치수 및 선형 특성

Global 운용되는 PSV의 선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적

선 자료를 조사하여 길이에 따른 주요치수의 경향과 deadweight 

주기관 마력을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4   PSV 실적선의 길이에 대한 L/B 분포



그림 5   PSV 실적선의 길이에 대한 Deadweight 분포

그림 6   PSV 실적선의 길이에 대한 주기관 마력 분포

PSV는 전형적인 작업선으로서 길이에 비해 폭이 넓어 갑판 

면적이 크고, 충분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 선미작업 갑판의 구역

을 확보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타실과 거주구역은 

선수에 위치해 있다. 선수는 대부분 선수벌브를 갖고 있고, 중앙

평행부는 거의 없으며, open type 선미에 center skeg를 갖는 선

형이다.

3.5 화물창 구획 및 구조 특성

PSV는 다양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화물창의 구획이 복잡하

고 bulk 및 chemical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화물창내부 구조가 

복잡하여 종강도 및 국부강도를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선수부에 거주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선수부의 

높이가 선미 및 중앙부에 비해 월등히 높고 구조 중량이 선수부

에 편중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수 거주구 및 

엔진룸이 LBP의 35%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종방향 구조가 단절

되는 배치로 이루어져 전단력에 취약한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중앙평행부가 거의 없으며 생산 시 편리성을 위해 횡구조 방식

(transverse system)을 택하고 있으며, Deck는 종늑골 방식을 채

택하고 있어 deck 상에 적재되는 화물의 국부적인 강도를 만족

시키기 위하여 하부 구조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3.6 추진시스템 및 DP 시스템

PSV는 offsore platform 지원선으로서 PSV의 사고나 조난으

로 인하여 offshore platform의 작업과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하

므로, 자체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물자의 수송 및 공급과  

지원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시

스템과 DP 시스템은 redundancy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추진

장치는 쌍축으로 구성되며, 소형 PSV는 축계로 연결된 쌍축선으

로 되어 있고, 저속에서 고출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twin ducted 

pro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대형화 할수록 쌍축의 전기추진시스

템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DP 시스템은 소형의 Twin Ducted Propeller는 bow thruster와 

stern thruster로 구성되며, 전기추진시스템의 경우는 전기추진장

치와 선수의 bowthruster를 조합하여 구성한다. 

3.7 화물 양하역 및 주요장비

PSV는 일반선박과 달리 복잡 다양한 화물을 수송하며, 이를 

양하역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redundancy 개념의 추진 장치와 DP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보조 작업 시 기능에 따른 다양한 장비 시스템을 갖추

고 있다. PSV에 설치되는 대표적인 주요장비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Global운용 PSV 주요장비

 

4. Global운용 PSV 운용 개념

4.1 운항특성 및 선단 구성

  PSV 는 end user의 최종 운영 목적에 따라 그 동

원되는 선박의 size, 척수가 결정 되어 진다. 가령 

drilling campaign 의 경우 환경적인 요인, 지정학적

인 위치, drilling 위치에 따라 동원 되는 각종 

drilling 장비, cargoes, 동원 인력 규모에 따라 선박 

size가 결정 되어 지며, 또한 supply  base 부터 거

리도 중요한  factor로 작용이 된다. 특히 supply 

base 로부터 거리가 멀면 그에 따라 선박 척수 및 

size를 늘려야 원활한 transportation 으로 성공적인 

drilling 작업을 마칠 수 있다.

모든 선박이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듯이 특히

나, PSV에서는 더욱더 24시간 운영이 필수적이다. 

Offshore activities 에서 PSV는 support 개념이기 

때문에 platform 설치 작업, drilling campaign, 혹은 



다른 관계되는 작업 지원 시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

고, cost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모든 본선 장비가 필요시 언제든지 운전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본

선 capability 내에서 cargo operation 및 transfer 

를 포함 한다.

4.2 선원구성

  선원의 자질 또한 중요하며, 선장의 현장의 충분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charterer에 따라 

다르지만, key operation person 의 경우 (선장, 기

관장, 일항사, 기관사 등) 최소 경력 3~5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선원 구성은 전체적인 작업 

scope 에 따라 결정이 되어 지는데, supply base  

와 거리가 멀고, 경우에 따라서 장기간 offshore  

field 지원 및 standby duty 가 많을 때에는 본선 정

비 및 deck 운영인력을 기존보다 더 많이 충원하기

도 한다.

또한, 선박 특성상 좁은 곳에서 승선생활을 하다 보

니, 통상적으로 3개월~5개월 주기로 선원교대를 하

며, 이는 일반 상선운영에 비하면 그 교대 주기가 

짧다.

           표 5 Global운용 PSV 선원구성 예

4.3 Safety Management System

  PSV 선박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M code에 

맞추어 safety 하게 운항이 되어 져야 하며, 선박 운

항이기 때문에 Maritime standard 뿐만 아니라, Oil 

& Gas industry 에서 요구하는 standard 를 요구하

고 있다. 그중에 중요한 역할이 emergency reponse 

와 evacuation, rescue of perssonel 임무를 들 수 

있겠다. 

  4.4 운항조건 

  PSV 운용을 위한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을 계산하

여 표 5와 같이 운항 조건을 설정하였다.

□ 운항거리에 대한 운항시간

     - 운항거리 :  100 ~ 200 해리 (편도)

     - 운항시간 :  17 ~ 34 시간   

□ 운용시간 (OSV 운용선사 5년간 운용시간 분석)

     - Port (Loading/Unloading)  :    10%

     - Stand-by duties              :    50%

     - Rig moves :     8% (AHTS)

     - Supply runs :    

18%

     - Downtime :    14%

    ============================

        Total            :   100%

    ◆ PSV 운용시간  :   50% + 18%  =  68% 

                  표 5 운항조건

5. 결론

1) Offshore platform의 작업해역이 차츰 원거리 deep sea

로 가는 경향에 따라 PSV도 차츰 대형화 고성능화의 추세이

다. 

2) PSV 크기별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소형 PSV는 노

후선 대체 수요가 많은 편이다. 

3) Global운용 PSV의 개발을 위해 실적선 PSV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선의 설계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4) PSV 운용개념의 주요항목에 대한 분석과 개발선의 운용

개념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운용자 중심의 Global PSV의 개

발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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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용 PSV 개념설계
인정강, 김성환, 조성진, 옥군도, 김미영, 배상권, 민정기, 이창희 (극동선박설계)

1. 개요

Worldwide용 PSV(platform supply vessel) 개발을 위한 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PSV의  

임무는 해상플랜트에 물자 및 인원을 수송하며, 이에 필요한 기

능을 갖는 Worldwide용 PSV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PSV의 운용및 개념을 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실적선 사례를 

조사하여 시스템을 분석하고 운용개념을 파악하여 설계기본계획

을 설정하였다.

PSV는 해상 유전/가스전의 플랫폼/해양구조물, FPSO, RIG, 

Drill ship, 탐사선 등에 인원 및 물자를 수송하는 기능 및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용개념을 갖는다. 수송 물자는 연료유, 

식수, 화학품, 시멘트, Mud (고체 및 액체), Drill water, Brine 

water, 파이프를 포함한 시추용 자재 및 장비, 식료품 등으로 해

상 플랫폼에 사용되는 모든 물자를 포함한다. 플랫폼으로부터 나

오는 오염된 화학품 및 해양애 투기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을 육상

으로 수송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플랫폼 지원 기능으로서는 화

재 소화, 유류오염 방제, 인명 구조, 비상 대처 등의 다양한 임무

를 수행한다. 

운항거리는 물류기지로부터 대략 100~200해리이며 선속은  

12~13노트이고 북해의 혹독한 해상상태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

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는 -20℃~+50℃로 적도

부터 북해까지 모든 해상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치수는 PSV 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재화중량 2500 톤급

과 3800톤급을 만족하는 선형으로 선정하였다.

추진시스템은 3800톤급은 길이가 긴 축로를 없앤 전기 추진 

Azimuth 방식으로 정하고, 2500톤급은 종래의 축방식의 가변피

치프로펠러를 선정하였다.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DP-2 

(Dynamic Positioning)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선형은 일반적인 PSV 선형의 구상선수를 채택한 기본선형으

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며 3800톤급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실시하였다.

기본 선형에 대한 중량 및 중심을 추정하였으며, 기본선형에 

대한 선속 및 마력을 추정하여 주기관 및 발전기관을 선정하였

다.

PSV의 운용개념에 따라 바람, 파도, 조류에 의한 외력에 대한 

DP시스템 용량을 추정하여 선수/선미 쓰러스트 용량을 선정하여  

북해의 혹독한 해상상태에서도 위치를 확보하여 임무 수행이 가

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개발된 선형개념은 기본설계단계에서 구체적인 성능에 대한 

검증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념설계의 결과를 이용하여 

Worldwide용 PSV의 개념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본설계를 수행

할 수 있다.

2. Worldwide용 PSV 표준선 

설계기본계획

Worldwide용 PSV 표준선 개발을 위하여 설계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개념설계를 진행하였다.

2.1 주요임무

1) 시추작업 지원

   - Rig/Drill Ship에 물자지원/인원 수송

   - Mud, Cement, Chemical, Drill water, Brine water,

     Base oil, 연료유, Pipe 등 시추용 자재 및 장비, 식수,

     식료품, 기타 자재

2) 생산 작업 지원

   - Production Platform / FPSO에 물자 지원/인원 수송   

   - 연료유, 식수, 식료품, Spare part, 기타 자재

3) 탐사작업 지원

   - 탐사작업선에 물자/인원 수송

   - 연료유, 식수, 식료품, 기타 자재 

4) 폐기물/유해 액체 운송

   - 해양 플랫폼/선박으로부터 해양에 투기할 수 없는 

     폐기물 및 오염된 유해 액체를 육상으로 운송

5) 기타

   - 플랫폼 화재 소화

   - 예인

   - 유회수 및 유류오염 방제

   - 인명 구조

   - 비상 대기

 

2.2 운항해역

    - 북해 선정 (PSV 시장 고려 전 세게 해상 고려)

    - 해상 상태 (DNV ERN 99 North Sea 적용)

       Wave height :  Hs 6.1m

     Wind speed  :  21.51 m/sec

 - 온도

    외  부  :  -20℃ ~ +50℃ 

    기관실  :  +50℃ 

    해  수  :  -1℃ ~ +32℃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3 수송화물 및 특성

  - Mud       :  액체 및 고체, 시추용

  - Cement    :  고체, 시추용

  - Chemical   :  액체, IBC code 위험물, 시추용

  - Drill water/ Brine water :  시추용

  - Base oil    :  시추용 

  - Fuel oil     :  Marine diesel oil (가열 불필요)

  - Pipe        :  시추용

  - 식수

  - 식료품  

2.4 설계기본계획

3. Worldwide용 PSV 표준선 개념설계

3.1 일반배치계획

  1) 표준선-1

    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Bow thruster room, 기

관실, 화뭂창, 화물펌프실, 연료유창,Chemical tank, 발라

스트수창, 청수창, 추진기실 등으로 배치하였다.

    갑판 상부는 선수부에 거주구 및 조타실을 배치하여 후

부 갑판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Pipe, Container Box 등

을 적재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갑판 하부의 Cement Tank는 구조 강도, 작업성 및 경제

성을 고려하여 Corrugated형의 선체 구조 일체형으로 배

치하였다. Chemical tank는 선체구조 일체형에 IBC code

를 만족할 수 있도록 주위를 발라스트수창으로 배치하였

다.

    또한, 연료유창은 선박 손상시 오염 사고를 최소화시키

고자  이중저 상부의 이중선체 내부로 배치하였다.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하여 축로 공간이 화물창으로 전

용되어 화물창 용적이 증대되었다.

    하역 작업의 편리를 위하여 화물펌프실을 화물창 중앙

부에 배치하였다

  표준선-1의 일반배치도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일반배치도(표준선-1)

 

   2) 표준선-2

    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수쓰러스트실, 기관

실, 화뭂창, 화물펌프실, 연료유창,Chemical tank, 발라

스트수창, 선미쓰러스티실, 조타기실 등으로 배치하였다.

    갑판 상부는 선수부에 거주구 및 조타실을 배치하여 후

부 갑판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Pipe, Container Box 등

을 적재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갑판 하부의 Cement Tank는 구조 강도, 작업성 및 경

제성을 고려하여 Corrugated형의 선체 구조 일체형으로 

배치하였다. Chemical tank는 선체구조 일체형에 IBC 

   code를 만족할 수 있도록 주위를 발라스트수창으로 배

치하였다.

    또한, 연료유창은 선박 손상시 오염 사고를 최소화시키

고자  이중저 상부에 이중선체 내부로 배치하였다.

    축계방식의 가변핏치추진기전기를 채택하여 축로 공간

을 화물창 사이로 배치하여 통로와 겸용으로 배치하였다.

    하역 작업의 편리를 위하여 화물펌프실을 화물창 중앙

부에 배치하였다

    표준선-2의 일반배치도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일반배치도 (표준선-2)

3.2 선형개념

1) 표준선-1

    PSV선의 일반적인 선형으로 구상선수를 가진 선수부와  

      Azimuth thruster 장착을 위한 선미부의 형상을 가진 선형  

      으로 계획하였다.

   선미부에는 직진성 화보를 위하여 스케그를 설치하였다.  

    정면선도는 그림-3과 같다.   

            그림-3 정면선도 (표준선-1) 

2) 표준선-2

    PSV선의 일반적인 선형으로 구상선수를 가진 선수부와  

      가변핏치 장착 위한 선미부의 형상 및 선미 쓰러스트 설치  

      를 위한 스케그를 가진 선형으로 계획하였다.

    정면선도는 그림-4와 같다.   

             그림-4 정면선도 (표준선-2) 

3.3 구조설계

  구조강도, 작업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Cement/Mud 화   

    물창을 Corrugated 형의 선체구조 일체형으로 설계하고    

    Cement 화물창 하부는 경사형 구조로 하역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중앙횡단면도는 그림-5와 그림-6과 같다.

            그림-5 중앙횡단면도 (표준선-1)

           그림-6 중앙횡단면도 (표준선-2)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주발전기 2,600 kW 4 기

정박발전기 450 kW 1 기

비상발전기 250 kW 1 기

추진기 2,500 kW 2 기 CPP,Azimuth

Bow thruster 1,500 kW 1 기

Retractable
Thruster

1,200 kW 1 기

External 
Fire pump

3,600 cu.m/h 2 기 Fi-Fi 2

Ballast 
Treatment

200 cu.m/h 2 기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Crane 15ton x 15m 1 기 knuckle type

Windlass 11ton x 9.5m/min 1 기

Tugger winch 12ton x 17m/min 2 기

Capstan 10ton x 25m/min 2 기

Rescue boat Water-jet 1 기 10 P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Bulk 화물
Compressor

25.2cu.m/h x 6bar 2 기

F.W. pump 25.2cu.m/h x 9bar 2 기

Liquid Mud
pump

100cu.m/h x 9bar 2 기

Brine pump 100cu.m/h x 24bar 2 기

F.O. pump 150cu.m/h x 9bar 2 기

Chemical
 pump

75cu.m/h x 9bar 2 기

3.4 추진시스템

Worldwide용 PSV에 적합한 추진장치로 가변피치프로펠러, 

Azimuth thruster, AziPOD를 고려하였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

여 1안은 Azimuth thruster 2안은 노즐붙이 가변피치프로펠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1) 노즐붙이 가변피치프로펠러

    - 가변피치 프로펠러 주위에 노즐을 설치한 것.

    - 고출력 가능

    - 프로펠러의 날개 끝의 하중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날개 끝 공동현상이 쉽게 발생

     

          그림-7 노즐붙이 가변피치프로펠러 

  2) 전동기 Azimuth thruster

    - 360도 회전하므로 조종성 우수

    - 축로 공간 삭제로 구획배치 유연성 증가

    - 진동, 소음 대폭 감소

    - 축계, 기주 및 타에 의한 부가저항 감소

    - 기어장치의 복잡성 등으로 고마력 부적합

             그림-8 Azimuth thruster 

  3) AziPOD

    - 전동기와 프로펠러가 POD에 설치되므로

      Azimuth의 기계적 동력 전달 문제를 극복하여

      고마력 가능

    - 조종성 우수

  - 구획 배치 유연성 증가

  - 축계, 기주 및 타에 의한 부가 저항 감소

  - 체계 전체 중량 증가

  - 제조원가 높음

  - 동력손실 큼 (축 전달효율 8% 감소)

                 그림-9 AziPOD 

3.5 주요장비 및 DP시스템

  1) 표준선-1

    표준선-1의 주요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기 관 >

  < 의 장 >

< 화물장치 >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DP2 control system  1

Joystick
control system

 1

Auto pilot  1

Gyro compass  3

ARPA RADAR  2

ECDIS  2

DGPS  2

Echo sounder  1

Speed Log  1

VDR  1

AIS  1

GMDSS  1

INMARSAT-FB  1

Integrated Auto.
 system

 1

Integrated Comm.
system

 1

Conning Display  1

Sound reception  1

BNWAS  1

GMS cellular phone  1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주기관 2,040 kW 2 기

축발전기 1,500 kW 2 기

발전기 600 kW 2 기

비상발전기 145 kW 1 기

추진기 CPP, nozzle 2 기

Bow thruster 615 kW 2 기

SternThruster 615 kW 1 기

External 
Fire pump

1,500 cu.m/h 2 기 Fi-Fi 1

Ballast 
Treatment

200 cu.m/h 2 기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Crane 10ton x 15m 1 기 telescopic

Windlass 9ton x 9.5m/min 1 기

Tugger winch 7ton x 17m/min 2 기

Capstan 8ton x 25m/min 2 기

Rescue boat Water-jet 1 기 10 P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Bulk 화물
Compressor

25.2cu.m/h x 6bar 2 기

F.W. pump 25.2cu.m/h x 9bar 2 기

Drill water
pump

150cu.m/h x 9bar 2 기

Liquid Mud
 pump

75cu.m/h x 24bar 2 기

F.O. pump 100cu.m/h x 9bar 2 기

Chemical
 pump

75cu.m/h x 9bar 2 기

장비명 주요사양 수량 비고

DP2 control system  1

Joystick
control system

 1

Auto pilot  1

Gyro compass  3

ARPA RADAR  2

ECDIS  2

DGPS  2

Echo sounder  1

Speed Log  1

VDR  1

AIS  1

GMDSS  1

INMARSAT-FB  1

Integrated Auto.
 system

 1

Integrated Comm.
system

 1

Conning Display  1

Sound reception  1

BNWAS  1

GMS cellular phone  1

< 전 장 >

  2) 표준선-2

    표준선-2의 주요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기 관 >

< 의 장 >

< 화물장치 >

< 전 장 >

4. 속력-마력 추정

4.1 표준선-1

     표준선-1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예인수조에서 모형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계힉흘수에서의 항해속력은 약      

      12.7노트 (15% 씨마진)로 나타났다.

             그림 10 저항계수 (표준선-1)



 

그림 11 속력-마력 곡선 (표준선-1)

4.2 표준선-2

  표준선-2는 Yamagata Chart로 저항 및 유효마력을 추정하  

     였고 MAU chart로 추정된 속력은 약 12.5노트(85%MCR,  

     15% 씨마진)로 나타났다. 

            

그림 11 속력-마력 곡선 (표준선-2)

5. 결 론

1) Worldwide용 PSV 표준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였고, Worldwide용 PSV무인선의 성능과 기능에 맞는 시스  

     템을 구성하고 일반배치계획 등 개념설계를 수행함으로 설  

     계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증을 하였다.

2) Worldwide용 PSV의 기능 및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선형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선형개발과정을 통  

     하여 선형의 개선과 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3) Worldwide용 PSV의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북해의 혹독한  

     해상상태에서도 운항안전성을 확보하고 파랑 중 저항을 감  

     소시킬 수 있는 선수부 형상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4) 개념설계에 의해 제시된 결과는 구체적인 개발을 위한 기  

      본설계과정의 기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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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Gas Hydrate Pallet 운송 탱크 컨테이너 구조설계

기민석, 강희진, 이동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요 약

국제유가 상승과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와 천연

가스하이드레이트(이하 NGH)등 차세대 청정연료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청정연료 수송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특히 일본에서는 단열 화물창에 NGH를 수송하는 화물창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국내 산학연의 노력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GH의 저장 운송 방법을 화물창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냉동기를 탑재한 탱크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ASME BPVC Sec.VIII에 따

라 -20도, 10Bar 상태의 NGH를 저장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구조 설계를 수행하였고 탱크 컨테이너의 구

조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Keywords : Natural Gas Hydrate(NGH), Tank Container, NGH Carrier, ASME B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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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천연가스 수송 방식의 경제성 분석
김철호(STX조선해양), 예병희(STX조선해양), 김동언(STX조선해양)

Economic analysis of gas hydrate for natural gas transportation
Kim Cheol Ho+, YeByungHee1,  KimDongEon2

요 약

천연가스는 석유와 함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친환경적이며, 발열단가가 저

렴한 에너지원이지만, 저장과 수송이 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과 수송을 위해 많은 비용이 사용되어진다.

천연가스 수송방식과 수송량, 거리에 따라 경제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경우 LNG방식을 사용하여 천연가스를 수입

하고 있다. 특히 LNG 방식의 천연가스 수송을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액화 온도인 -162℃이하로 액화 시키는 액화공정과 저장시

설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송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천연가스를 고체인 가스하이드레이트 (NGH : Natural Gas 

hydrate)의 경우 상압에서 -20℃ 에서 수송/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생산/운반/재가스화 등 일련의 공정을 비교해볼 

때 LNG 방법보다 경제적인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레이트의 GAS포집 특성을 활용하여 천연가스를 수송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처까지 공

급하기위한 Supply Chain을 제시하고 천연가스 공급방법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Keywords : NGH(Natural Gas Hydrate), PNG(Pipe-line NaturalGas), LNG(liquefied natural gas), Economic analysis 

1. 서 론

천연가스는 청정성, 안정성, 편리성 등을 갖춘 연료로서 석유, 

선탄 등 고체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가정, 상

업, 수송,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그 이용이 계속 증가하여 세계 에

너지 소비의 약 1/4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석유, 선탄 등 

고체 연료와 함께 세계 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천연가스를 가스전으로부터 채취하여 가스 상태 그대

로 수송하는 경우, 부피가 너무 크고 폭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액화 온도까지 냉각하

여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를 생성하고 이를 수송

선 등에 설치한 전용 탱크에 저장하여 수송하는 방법이 주로 사

용되어 왔다.  액화 천연가스는 단위 부피당 통상 600 배 부피의 

천연가스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액화 천연가스(LNG)의 주성분인 메탄 가스의 경우 액

화시키는데 약 -162℃의 극저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화 천연가

스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해상 및 육상에서의 천연가스 운송장치

의 제작이 어렵고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간 대

규모의 수송계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또 다른 천연가스 저장 및 운송 방법으로 압축가스를 사용하

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 또한 높은 저장 압력으로 인하여 대형 용

기의 제작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고압력 폭

발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Pipeline을 이용한 방법은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의 상변

화 없는 기체상태로 운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Pipeline 설

치 구간의 주변환경과 거리에 따라 제한을 받기 때문에 초기 투

자비가 많이 들고 원거리의 해상수송에는 적합하지 않아 우리나

라의 경우 LNG 방식을 사용하여 천연가스를 수송하고 있다. 이

에 반해 천연가스 수화물(gas hydrate)은 단위 부피당 170 배 부

피의 가스를 제공하면서도 비교적 온건한 압력과 온도에서(40 

bar at 3℃) 만들어지며 일단 형성되면 수화물의 보존이 ―20℃, 

1 기압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온도, 압력 조건은 액화 천연가

스 및 압축 가스의 온도, 압력 조건보다 훨씬 온화한 조건이다. 

또한 천연가스 수화물은 상온 및 상압에 노출되더라도 폭발할 

가능성이 작아 시스템의 누수와 파손에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이점이 있다.  즉, 천연가스 

수화물은 LNG(liquefied natural gas)나 CNG (compressed 

natural gas)에 비해 저장 및 수송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천연가스 생산지와 수요처의 다양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천연가스 공급방안이 필요하며, NGH(Natural 

Gas Hydrate)방식의 천연가스수송 방안은 기존 방법들로서는 채

산성이 부족한 Niche Market에 적합한 소규모 천연가스 공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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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pecifications

NGH Plant

�  GAS Tritment   System

�  NGH Product System

�  Pressure   Reduction 

�  Extruder System

�  Pelletyzing System

�  Cooling System

�  Gas Control system

�  Monitoring System

NGH   

Carrier

�  Cargo Containment System

�  Pressure Reduction 

�  Transporte System

NGH   

Storage

�  Loading & Unloading System

�  Storage System

�  Pressure Reduction 

�  Monitoring System

Gasification

�  Pressure Reduction 

�  Heating System

�  NGH Feeding System   

�  Gas Distribution System

안으로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현재까지 경제성이 

적어 개발이 안 되었거나, 기존 LNG 가스전의 생산량 감소에 따

라 경제성이 떨어져 생산중단이 예상되는 가스전 등 중•소규모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NGH 방식으로 수송 할 LNG형태로 도입

시 보다 투자비용을 18~24%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가 발표 되었다. 

Fig. 1 Comparison of the approximate cost (million $) by 

transport distance(km)

2. NGH Supply Chain 구성

Fig. 2 Natural Gas Supply Chain

일반적인 천연가스의 해상수송을 위한 Supply Chain은 채굴

→생산→수송→저장→기화 과정을 거처서 최종 소비처에서 사용 

되어진다. NGH Supply Chain LNG수송 Chain과 유사 하지만, 

고체상태로 수송되기 때문에 -20℃를 유지한체 고체화물을 적하

역 할 수 있는 System이 필요하다.

Fig. 3 Natural Gas Hydrate Supply Chain 

주요 NGH Supply Chain의 구성은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

스를 전처리와 하이드레이트를 생성 시키는 NGH Plant/ 생산된 

가스를 수송하는 NGH수송선/ 가스를 하역하고 저장할 수 있는 

NGH저장 설비/ NGH를 기화 시키는 기화 장비로 크게 4가지로 

구성 된다.

Table.1 NGH Supply Chain of Main Construction 

Equipment 

3. 투자비용 산출

경제성 분석에 기준이 되는 년간 천연가스 수송량과 수송거리

는 중소형 가전의 일반적인 매장량과 거리를 모두 포함할 수 있

도록 경제성 분석 CASE를 다양화 하였다, 수송량의 경우 LNG기

준 50만ton/y, 100만ton/y, 150만ton/y, 200만ton/y의 4가지 

CASE에 대하여 6,000km범위에 대하여 천연가스 운송수단별

(LNG, CNG, NGH, ) 초기투자비용을 산출하여 비교 하였다.

또한 천연가스 Supply Chain의 운용기간은 20년으로 한정하

여 년간 운용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반영하였다.

 

Fig. 4 Procedure of calculating investment cost



Product Shipping Unloading

LNG

Liquefaction Plant

Storage Tank

Utility

Loading, 

Unloading 

Facilities

LNG 

Carrier

LNG Storage tank

Utility

Loading, Unloading  

Facilities

Re-gasification 

Equipment

CNG

Compressor 

Utility

Loading, 

Unloading 

CNG 

Carrier

Utility

Loading, Unloading 

Compressor

NGHI

NGH Plant

Water tank

Utility

Loading, 

Unloading 

NGH 

Carrier

Independent cargo

Compressor

Heat Exchanger

Utility

3.1 CAPEX

 시설투자비용은 크게 생산Plant, 수송선, 인수기지 시설의 투

자비용으로 한정하였다. 여기에 천연가스 채굴비용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가스전에서 채굴된 천연가스의 수송을 위한 변환단계

부터 소비자 공급단계까지를 한정한다.   

 

시설투자비 산정요소 

① Loading: Utility, Product Plant, Storage, Loading System

② Shipping: Carrier

③ Unloading: Re-gas & storage, Unloading System

 

Table. 2 Facilities investment element of natural gas 

transport method

 

지금까지 건설된 LNG Plant 의 규모가 년간 800만톤 이상이

기 때문에 중소형가스전에 적합한 LNG Plant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LNG FPSO 건조비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투자비

용 책정하였다 

CNG Plant의 경우 천연가스를 압축할 수 있는 Compressor비

용을 생산 Plant 비용으로 가정하였다.

NGH선의 경우 선가가 저렴하나 1척당 NG선적량이 상대적으

로 작기 때문에 동일한양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항차가 

필요하며, 이때 선속과 운항스케줄에 따라 필요한 선박수가 결정

된다. 

Unloading site에서는 LNG의 경우 저장tank의 비용이 높게 

나타나며, CNG의 경우 저장시설 없이 배관망에 공급되어 투자비

용이 작게 나타나지만 CNG선에 적재된 천연가스가 모두 소진되

는 시간이 필요하여 하역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NGHP의 경우 일본의 NGH선운용 개념에서는 고체상태의 

NGH를 GAS의 해리 없이 직접 하역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며, 선박

내부에서 직접 해리하여 GAS만을 공급하는 RV개념으로 가정 하

였다. 

3.2 OPEX

 운용비용은 생산단계에서 최종단계인 기화단계까지에 소요 

되는 운전비용과 유지보수비, 금융, 기타 비용 등을 산출하였다. 

 

운전비용산정요소

①  생산비: 1ton당 소요 에너지, 인건비 

②  운항비: 연료비, 적하역시간, 항비, 인건비 

③  재가스화 비용: 기화기 소요 에너지, 인건비 

④  유지보수비: 고정비, 수리비, 보험 (5%/연)

⑤  금융비용: 5%/연 

 

생산비용은 천연가스를 운송방법에 따른 변환에 소요되는 비

용이며, 운항비는 선박종류에 따른 선적량과 선속, 적하역일을 

고려한 운항 스케줄에 따라 운용 선박의 척수와 이에 따른 운항

비용을 산출하였다. 

 

4. 경제성 분석
천연가스 년간 수송량을 기준으로 0.5~2.0MTPA 의 4가지 

Case에 대하여 거리별 투자비용을 GAS공급방식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이미 중소형 가스전 경제성 평가에서 근거리를 기준으로 하였

을 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 거리는 

6,000km로 설정 하였다. 

년간 수송량에 따른 선박의 운항 Schedule검토 결과  NGH선

과 CNG선의 경우 LNG방식에 비해 최대 7배의 선박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박 1척당 수송할수 있는 천연가스의 

량이 LNG에 비해 낮기 때문에 동일한 천연가스를 수송하기위해

서는 더 많은 항차가 필요하고, 낮은 선속과 적하역시간의 낮은 

효율로 인하여 1항차에 소요되는 운항일수가 다르게 나타난 결

과 이다.   

NGH 수송선(재기화)의 Loading/Unloading 시간이 6일로 가

장 오래 걸렸으며, CNG의 경우 적하역 속도는 빠르나 저장설비

가 없기 때문에 항구의 정박일수가 증가하여 문항일수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천연가스운송 방식별 Supply Chain에 소요되는 비용 구성을 

보면 LNG의 경우 저장과 적하역 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CNG의 경우 압력용기 가격으로 인하여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NGH의 경우에도 낮은 수

송 효율로 인하여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a)Analysis results of the annual operating costs ratio(LNG)

(b)Analysis results of the annual operating costs ratio(CNG)

(c)Analysis results of the annual operating costs ratio(NGH)

Fig. 5 Analysis results of the annual operating costs ratio

Supply chain별 천연가스 수송량에 따른 거리별 천연가스 수

송 단가를 산출하였다.

Fig. 6 Investment costs comparison of gas supply system

5. 결론
LNG, NGH, CNG 운송방식을 비교 하였을 때 수송거리가 

3,000km 이내일 경우 수송량에 상관없이 NGH　수송방식이 천

연가스 수송단가가 가장 낮게나왔다. 3,000km 이상의 구간에서

는 LNG방식이 수송난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LNG : Plant, Storage Tank, 적∙하역설비의 초기투자비용이 

높으나 낮은 수송비용으로 수송거리 3,000km 이상 

일 경우, 년간 천연가스 수송단가가  가장 경제적임.

• CNG : Plant 설비비용과 운용 유지비용이 저렴하나 가스수

송량 대비 선박의 가격이 높아 초기투자비용이 높게 

나타남. 

• NGH : 초기 투자비용이 가장 저렴 (수송거리 2,000km 

~3,000km 범위에서 가장 경제적)

경제성분석결과

운송거리가 멀고 운송량이 증가할수록 가스 수송비는 LNG가 

경제적이나 초기 투자비 문제로 수송량 1백만ton/y 이하, 수송거

리 500~3,000 km 이내에서는 NGH 방식이 가장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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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화로 인해 국방 전술 무기체계가 점점 첨단화, 복잡화가 되면서 국방 연구 개발에 있어서 시스템 요구 조건, 설계 정

보의 증가, 의사소통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도화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가시적, 직관적인 설계와 체계적인 정보 

관리,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기존의 문서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을 보완한 모델

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무기 체계 개발 단계 중 개념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기반 시스템엔지

니어링 기법의 적용 방안을 다루었다. 대상 시스템은 가상의 잠수함으로 설정하였으며 전산지원도구인 Vitech Core를 이용하여

개념설계 단계에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념설계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Keywords : 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 Submarine(잠수함), Conceptual design(개념설계)

1. 서 론

항공기, 인공위성, 대형선박, 원자력 발전소, 자동차 등 현대

의 시스템은 갈수록 첨단화, 복잡화, 대형화되어 가면서 다양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많은 수의 협력업체등 으로 시스

템 개발에 성능의 미충족, 비용의 증가,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Kwon, Y.S, 2006). 또한, 군에서 사용하는 국방 전술 

무기체계도 점점 첨단화, 복잡화가 되면서 국방 연구 개발에 있

어서 시스템 요구 조건, 설계 정보의 증가, 의사소통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도화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가시

적, 직관적인 설계와 체계적인 정보 관리,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기존의 문서기

반 시스템엔지니어링을 보완한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

이다.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이란 개념설계부터 개발 및 수

명주기 단계에 걸쳐서 지속되는 시스템 요구사항, 설계, 분석, 검

증, 확인활동을 지원하는 모델링의 정형화된 형태를 말한다. 모

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은 아래 Fig.1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문서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대량의 문서관리 어

려움, 잘못된 의사소통, 추적성 관리의 어려움을 모델과 전산지

원도구의 활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게 지원한다.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Kim (2012)은 군사용 무인항공기체계의 개념설계에 

SysML을 사용한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기법 적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념설계 활동을 구성하는 프로세스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을 분석하고 생성되는 산출물 사이의 연동성을 제시함으

로써 국내에서 활발하지 않은 시스템 개념설계에 보편화 방안의 

길을 마련하였다. Corey (2011)은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을 

통해 해군 선박 설계 프로세스 전체를 시스템 아키텍처 형식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델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설계 

변경 시 효율적 이해를 제공함을 보여주었다.

Fig. 1 Improved 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 method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본 논문은 잠수함의 개념설계부터 개발 및 수명주기 단계에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을 적용하여 시스템 요구사항, 설계, 

분석, 검증 활동을 하는 기술 연구 과정의 일환이며, 개념설계 

단계에서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의 적용 방안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먼저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시스템 요

구사항 및 기능 분석을 통해 시스템 아키텍처를 수립하였다. 대

상 시스템은 가상의 잠수함으로 설정하였으며 전산지원도구인 

Vitech Core를 이용하여 개념설계 단계에 모델기반 시스템엔지

니어링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념설계 가능성을 점검해 보

았다. 

2. 본론

  2.1 개념설계에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 적용     

                     

 본 연구에서의 의미하는 개념설계 단계는 시스템 설계 프로

세스 초기의 한 부분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한 시스템공학표준 지침에서

는 개념설계 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기능 분석, 

설계조합, 검증, 확인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

구는 국내 국방연구개발의 개념 설계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아래 

Fig.2와 같은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산지원도구인 

Vitech core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Fig. 2 The work flow for conceptual design using 

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

먼저 대상 시스템을 설정하고 기본 운영 개념을 가정한다. 대

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운용 

요구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입력 활동을 통해 요구사항을 식별한 

후 요구사항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요구

사항 분석으로 식별된 기능을 기능 분석을 통해 하위 기능으로 

분해한 후, 그 기능들을 대상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에 할당한다.

2.1 입력 활동 

입력 활동 단계는 앞서 작성한 운용 요구서로부터 이해당사자

의 요구사항을 식별한 후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을 기능, 비 기

능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요구사항 다이어그램을 통해 요구사항 

요소를 정의하고 다양한 요구사항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다.

2.2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

을 핵심적인 요구사항으로 바꾸어주는 단계이다. 요구사항을 분

석한 후 대상 시스템의 경계를 정의하기 위해 대상 시스템의 외

부 시스템을 식별하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물리적 컨텍스트를 정

의한다. 그리고 상위 레벨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대상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액터(Actor)를 식별하고 그들의 관계를 

기술한다. 이를 통해 대상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기능

중심으로 식별할 수 있다.

2.3 기능 분석

기능분석 단계는 앞서 단계에서 식별된 대상 시스템의 기능을 

상위레벨에서 하위레벨로 분해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때, 대상 

시스템과 외부시스템의 기능 흐름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대상 시스템 내부의 기능 흐름은 액티비티 다

이어그램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분해된 기능은 요구사항과의 

연관성을 맺어 추적성을 부여한다.

2.4 기능 할당

기능할당 단계는 대상 시스템이 어떤 하위 시스템으로 분해되

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앞 단계의 기능을 하부 기능으로 분해

하여 시스템 구성 컴포넌트에 할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3. 적용 예

3.1 대상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적용할 대상 시스템은 가상의 잠수함이며, 잠수

함의 운용 개념은 아래 Fig.3과 같이 적 해안에서 수상 및 수중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 후 수상/ 수중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개념 설계 전 가상 잠수함 시스템

에 대한 운용요구서를 아래 Fig.4와 같이 가정하여 작성하였다.



Fig. 3 Operational concept about virtual submarine system

 Fig. 4 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 about virtual 

submarine system

3.2 개념설계에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 적용 결과

첫 번째 입력활동에서는 운용요구서로부터 수집된 이해당사자

의 요구 사항을 기능, 비 기능으로 구분 후 Fig.5와 같이 요구사

항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 

                  Fig. 5 Requirement diagram 

두 번째 요구분석 단계에서 Fig.6과 같이 물리적 컨텍스트를 

정의하여 잠수함의 외부시스템, 사용자를 식별하고 관계를 나타

내었다. 이를 토대로 상위 레벨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

하였으며 결과는 Fig.7과 같다. 이를 통해 잠수함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기능 중심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

 

Fig. 6 Physical context

Fig. 7 Use case diagram

세 번째 기능 분석 단계에서 수행한 잠수함의 외부 흐름을 나

타내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Fig.8과 같다. 이를 통해 잠수함이 

외부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어떤 흐름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는지 

시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

Fig. 8 Sequence diagram

잠수함 내부의 기능 흐름을 나타내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아

래 Fig.9와 같다. 이를 통해 잠수함이 임무를 행하기 위해 수행

되어야 할 내부의 기능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Fig.9의 잠수함의 내부 기능들을 아래 Fig.10과 같이 요구사

항에 연관성을 맺어 추적성을 부여하였다. 



Fig. 9 Activity diagram

Fig. 10 Giving traceability to functional requirement(left) and performance requirement(right)

네 번째 기능 할당 단계에서 Fig.9에 나타난 기능을 수행하도

록 잠수함을 하위 시스템으로 분해하여 확장하였으며 결과는 아

래 Fig.11과 같다. 잠수함은 잠수함을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추진

체계,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탐지체계, 정보를 받아 명령하는 전

투체계, 공격을 수행하는 무장체계로 구성되었다.

Fig. 11 Create components below the submarine

생성된 하위 시스템에 각각의 기능을 할당시키면 아래 Fig.12, 

13, 14와 같았으며, 이를 통해 상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하위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며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Fig. 12 Allocating a function to propulsion system

Fig. 13 Allocating a function to detection system

Fig. 14 Allocating a function to detection system(left) and 

weapon system(right)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잠수함의 개념설계에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기법 

적용으로 생성되는 산출물과 모델은 개념 설계를 더욱 가시적

이고 직관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또한 이해당사

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2) 잠수함의 개념설계에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기법 적

용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 기능, 시스템 아키텍처

간의 연관성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하였다.  

이것은 또한 설계를 변경 시 효율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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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성을 고려한 함정 공간배치 방법에 관한 연구
신정학, 황인혁, 김영민, 이동건(서울대학교), 신종계(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Spatial Arrangement of Naval Ships Considering Survivability
JungHack Shin, InHyuck Hwang, YoungMin Kim, DongKun Lee, JongGye Shin 

요 약

기존 함정의 생존성 평가를 위한 연구는 격실과 장비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의 생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방법은 격실과 장비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설계 초기단계부터 생존성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격실과 장비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함정 생존성을 평가하여 함정 내부 공간 배치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설계자의 경험과 Know-how에 의해 수행되었던 함정 공간배치 방법을 개선하고자 요소들간의 관계

를 파악하여 상대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SLP(Systematic Layout Planning)를 이용한 체계적인 공간배치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FMEA(Failure Mode & Effective Analysis), FTA(Fault Tree Analysis) 등을 통해 결정된 주요구성품을 이용

하여 격실별 취약성을 정량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정 격실 배치 대안들에 대해 생존성을 평가하고 최적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Keywords : Survivability(생존성), Vulnerability(취약성), Naval Ships Spatial Arrangement(함정 공간배치), Systematic Layout Planning(SLP), 

Activity Relationship Chart(ARC)

1. 서 론

최근 무기체계의 첨단화, 고도화는 단발 피격만으로도 함정의 

전투력, 기동성 등의 상실은 물론 침몰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단위 함정의 전투력 유지에 있어 함정의 생존성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 피격되

었으나, 침몰되지 않은 함정들이 정비창 수리를 통해 전쟁에 복

귀, 미국이 일본에 반격할 수 있도록 한 계기(Cho, 2011)가 된 

사례에서 보듯이 단위 함정의 생존성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

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체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함정의 특성상 설

계 초기단계부터 생존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복잡하고 다양한 

체계와 장비들을 정량화하여 생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함정은 육군, 공군의 무기체계와 달리 제

한된 공간에 전투, 거주, 정비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장비를 배

치하여 최적의 성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공간배치 방법

론이 필요하나, 내부 공간 배치를 위한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정

립되어 있지 않고, 일부 설계 기준과 설계자의 Know-how에 의

존하는 설계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함정의 운

용성과 생존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함정 공간 배치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공간배치 방법으로는 Activity의 기능과 Activity 간의 

관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Layout의 대안을 생성

하는 방법인 SLP (Systematic Layout Planning) 방법이 Murther

에 의해 제시되었다(Murther, 1973). SLP 방법은 공장 내부 설비

간 자재의 이동량을 분석하여 자재의 이동거리를 현저히 감소시

킬 수 있는 공장 내부 설비 배치 방법 연구(Wiyaratn and 

Watanapa, 2010), 소형 선박의 건조, 수리를 위한 소형조선소의 

설비 최적 배치를 위한 연구(Chabane, 2004) 등에 활용된 사례

가 있다. 함정 내부 격실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함정 운용을 고

려한 격실 배치에 SLP의 활용이 가능하다.

함정의 취약성을 해석하기 위한 연구로는, 함정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비폭발성 관통탄에 피격되었을 

때, 함정의 취약성을 피격전개면적, 취약면적 등을 이용하여 확

률적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Lim, 2006) 또한, 

피격 시 함정의 구성품을 대상으로 FMEA, FTA 분석 기법을 이

용하여 함정 취약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요 구성품을 추출

하고, 주요 구성품의 취약확률을 가정하고 위협무기의 피격에 대

한 취약성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Kim, 2011). 기

존 연구 사례는 대부분 격실, 장비 등의 배치가 확정된 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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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계산하고 평가하는 연구로 함정의 공간배치 단계에서 생존

성을 고려한 설계 프로세스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연구된 일반배치 방법론 조사 및 

실적함 일반배치 결과 분석을 통해 일반배치 프로세스를 정리하

고, 운용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함정 내부 공간배치를 위하여 

SLP를 이용한 공간배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격실별 

취약성을 정량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정의 생존성을 고려한 공

간배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운용성을 고려한 함정 공간배치 대

안들 중에서 생존성이 우수한 결과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정의

하였다.

2. 함정 일반배치 프로세스 

기존의 함정 일반배치 방법론으로는 함정의 전체 공간을 구획 

격벽과 갑판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분할하고 분할된 구획에 공간

의 요구조건, 기능, 치수, 해군 관습 등을 고려하여 공간 기능을 

할당한 다음 격실로 세분화하는 방법론이 있다(Carlson et al., 

1987). 하지만 기존의 일반배치 방법론은 격실 배치를 일부 설계

기준, 실적함, 설계자의 Know-how에 의존하였으며, 격실간의 

상관관계를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

다. 

또한, 국내에서는 일반배치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으며, 개별 장비 또는 일부 격실의 배치를 위

한 설계 기준이나 실적함 사례, 설계자의 경험 등에 주로 의존하

여 일반배치를 수행하였다. 최근 건조된 실적함의 일반배치 보고

서를 분석한 결과, ①함정의 임무, 설계개념 결정 → ②주요제원 

및 성능 결정 → ③함 외형 결정 → ④구획 배치 → ⑤주요 공간 

및 장비 배치와 같은 절차로 일반배치가 수행되었으나, 함정 내

부의 격실 배치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기존의 함정 일반배치 프로세스는 격실기능 배치

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설계자의 능력에만 

의존하게 됨에 따라 SLP를 활용하여 운용성을 고려한 함정 일반

배치 프로세스를 Fig 1과 같이 정의하였다.

Fig. 1 General Arrangement Process

3. SLP를 이용한 함정 공간배치 방법론

SLP를 이용한 공간배치 방법은 함정 일반배치 프로세스 중 구

획별 격실기능 배치 단계에서 활용된다. 먼저, 각 요소들간의 근

접 관계를 긴밀도로 나타낸 ARC(Activity Relationship Chart)를 

작성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요소들 간의 긴밀도를 

평가하게 된다. 요소들 간의 긴밀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까이 있

어야 하는 요소들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요소들 간의 

대략적인 상대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ARC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된 상대적 위치는 Activity Relationship Diagram 작성 자료

로 활용되며, 작성된 Diagram에 요소별 면적과 제약조건 등을 

반영하여 요소들의 배치 대안들을 구성할 수 있다. Fig.2는 ARC

와 Activity Relationship Diagram 활용의 예를 보여준다.

Fig. 2 Activity Relationship Chart & Diagram

 

 SLP를 함정 공간배치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Murther

의 Systematic Layout Planning Procedure(SLP Procedure)를 

이용하였다. Murther의 SLP Procedure는 ①ARC 작성 → ②

Activity Relationship Diagram 작성 → ③Space Relationship 

Diagram 작성 → ④Layout 대안 생성으로 구성된다(Murther, 

1973).

ARC 작성 단계에서는 요소들간의 정량적인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From to Chart 또는 정성적인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Relationship Chart를 활용하여 요소들간의 관계를 평가한다. 요

소들간의 관계는 A, E, I, O, U, X의 6단계로 평가되며, 각 단계

별 의미는 Table 1과 같다. Activity Relationship Diagram은 

ARC Chart를 바탕으로 상호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추가로 

공간별 면적, 고려/제한사항 등을 반영하여 Space Relationship 

Diagram을 작성한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Space Relationship 

Diagram을 활용하여, Layout 대안을 생성한다. 

Rating Definition

A Absolutely Necessary

E Especially Important

I Important

O Ordinary Closeness OK

U Unimportant

X Undesirable

Table 1 Definition of ARC Rating



Fig. 3 Spatial Arrangement Process of Naval Ships

Fig.3은 Murther의 SLP Procedure를 적용한 함정 공간배치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격실(그룹)간 ARC 작성 단계에서는 연관

성이 높은 격실들을 그룹화하여 전투배치 등 상황시 격실간 중요

도, 임무관계, 인원간 이동 소요 등을 고려한 격실 그룹간 관계

를 분석하여 ARC 분석을 수행한다. ARC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ctivity Relationship Diagram을 작성하고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야 하는 격실(그룹)을 배치한 후, 남은 격실(그룹)의 관계를 분석

하고, 격실별 면적/용적을 고려하여 격실배치 대안을 생성한다.

4. 생존성을 고려한 공간배치 방법

생존성을 고려한 공간배치 방법은 함정 일방배치 프로세스 중 

격실배치 결과 검증 단계에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구성

품을 이용하여 격실별 취약성을 정량화하고 이를 통해 함정의 생

존성을 평가하고 격실배치 대안 중 최적안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

시한다. 

기존의 생존성(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은 격실 또는 장비 등

의 세부 배치가 확정된 함정의 생존성을 구성품 단위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부 장비의 배치 위치가 확정되기 전부터 생존성

을 정량화하여 공간배치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품보다 상위 구성요소인 격실에 

기반한 취약성을 정량화하고 최적 배치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을 

정의하였다. 격실별로 취약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각 

격실별로 배치되는 장비의 세부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성 평가가 가능하다. 즉, 격실별 개별 장비의 위치가 확정되

지 않은 설계 초기단계부터 함정의 생존성을 고려할 수 있다.

Fig. 4 Spatial Arrangement Considering Survivability

Fig 4.는 SLP를 이용하여 생성된 공간 배치 대안 중 함정의 

생존성을 고려하여 취약성 측면에서 최적안을 찾아내는 프로세

스를 나타낸다. 주요구성품 결정, 생존성 정량화, 생존성 계산 및 

비교 단계를 거쳐서 최적 배치 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주요구성품 결정 단계는 함정의 취약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함정의 임무, 기능, 주요 체계를 설정하고, FMEA/FTA 분석 등을 

통하여, 함정의 주요구성품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ROC 등을 통

해 함정의 임무를 추출하고, 설정된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기능

을 설정한다. 함정의 체계는 SWBS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을 추출한다. 설정된 함정의 임무, 기능, 체계를 바탕으로 

상호 관계를 분석한다. 임무-기능-체계간 관계는 Fig. 5와 같

다.(Kim, 2011) 임무-기능-체계간 관계가 설정되면, 탑재 장비

들에 대한 FMEA(Failure Mode & Effective Analysis)와 

FTA(Fault Tree Analysis)를 수행한다. FMEA 분석을 통해 각 장

비가 파괴되는 경우의 함정 파괴 유형을 파악하고, FMEA 분석을 

통해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구성품의 파괴시 영향이 분석되면, 

구성품간의 복합적인 연관 관계에 따른 고장모드 분석과 FMEA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FTA(Fault Tree Analysis) 분석을 수행한

다. FMEA, FTA 분석을 통해 함정의 장비/구성품들의 임무 수행

에 기여도가 확인되면 주요구성품을 선정하여, 격실의 취약성 정

도를 정량화할 때 평가요소로 활용된다.

Fig. 5 Relationship of Mission-Function-System

생존성 정량화 단계에서는 위협무기와 치사유형을 설정하고, 

주요구성품을 이용하여 격실의 취약성을 정량화한다. 함정의 임

무, 작전지역 등을 고려하여, 함정에 위협이 되는 무기를 선정하

며, 위협무기의 선정 결과에 따라 피격 위치 및 확률, 피격에 따

른 파괴 범위 등이 좌우된다. 또한, 함정의 Kill Type을 이용하여, 

각각의 Kill Type에 대해 Table 3과 같이 중요도 점수를 부여한

다. 앞서 선정된 주요구성품들에 대해 파괴시 Kill Tyoe에 따른 

중요도 수치를 부여하고, 각 공간에 대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구성품의 중요도를 모두 더하여 공간의 취약성 수치를 결정한다. 

Kill Type Importance Point

Total Kill 1

Mobility Kill 0.7

Mission Area Kill 0.4

System Kill 0.25

Table 3 Example of Importance Point



생존성, 계산, 비교 단계는 SLP 방법을 이용해 생성된 배치 

대안들에 대해서 생존성을 계산하고, 최적안을 선정하는 단계이

다. ARC 분석을 통해 생성된 배치 대안들에 대해 위협무기의 특

성에 따라 피해 범위, 피격 위치/확률 등을 설정하여 배치 결과

들의 생존성을 계산한다. 배치 결과의 생존성을 계산하는 예로 

폭발형 무기를 대상으로 한 취약성 평가의 경우, 위협 무기의 폭

발력을 이용하여, 손상 공간의 취약성을 합한 값을 해당 피격 케

이스의 취약성지수로 설정하며, 계산 방법은 Fig. 6과 같다.

Fig. 6 Vulnerability Calculate Method

Fig. 6의 방법으로 임의의 피격 위치에 대해 취약성이 설정되

면, 피격 위치별 피격 확률을 고려하여, 함정의 취약성 기대값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V : 함정의 취약성 기대값

ai : 피격 위치의 취약성 지수 

pi : 위치별 피격 확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 무기별 특성에 따라 배치 대안들에 

대한 취약성의 기대값을 계산하고, 이 중 취약성 지수의 기대값

이 가장 낮은 배치 대안을 가장 생존성이 뛰어난 배치(안)으로 

선정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함정의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함정의 생존성

을 고려하여 공간배치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체계적이지 못한 공간배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

여 요소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상대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SLP(Systematic Layout Planning)를 이용하는 체계적인 

공간배치 프로세스와 함정 격실 배치 대안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

다. 또한, FMEA(Failure Mode & Effective Analysis)와 

FTA(Fault Tree Annalysis)를 이용하여 함정의 주요구성품을 결

정하여 격실별 취약성을 정량화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함정 격

실 배치 대안들에 대한 생존성을 평가하고 최적안을 선택하는 방

법을 정립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방법론을 실적함에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하

고자 한다. 또한, 격실배치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한 생존성 이외

의 변수를 설정하고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여, 배치 대안들에 대

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최적안 선정 방법 연구를 수행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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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적외선신호 민감도 해석을 통한 기상변수     

도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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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riving the Ocean Meteorological Variables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of Ship`s Infrared Signature
Hoseok. Jung, Songi. Han, Yongjin. Cho 

요 약

As considerable interests in noise emission from the ships have been increased, control of the propeller cavitation

generating vibration and radiating noise is looming large. In general, the tip vortex cavitation is first produced in case

of full scale propellers, and noise levtion and hence increase the cavity inception speed, we propose the mass 

injection method. Water injected from the propeller tip decreases rotating speed of the tip fvortex cavity.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f the model teststion is effectively controled by water injection from the propeller tip.

Keywords : Tip vortex cavitation(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 Cavity Inception speed(CIS, 캐비티 초생속도) 

1. 서 론

지금까지 국내의 함정적외선 신호연구는 국내 기술용역의 수

행과 외국 기술용역사의 연구에 함께 참여함으로서 함정설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기술용역을 통한 신호의 

저감노력은 함정의 생존성을 향상시켜 무기체계로서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우리의 해양 전력을 위협세력에게 투사하여 전쟁을 

억지하고 우리의 영해를 보호하는 기본 핵심기술이다(조용진, 

2012).

함정 생존성 향상을 위한 적외선 신호연구 결과에 따르면 함

정과 운용환경과의 대비복사강도(Contrast Radiance Intensity)는 

해양 기상환경에 매우 지배적이고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의 대비복사강도를 태양고각에 따라 살펴보면 태양고각이 

최대일 때 나타나지 않고, 태양고각이 25°~35° 부근에서 최대값

을 나타내었다(김윤식, 2010). 또한 적외선 신호의 평가모델인 

정육면체(Cube)와 구(Sphere)를 대상으로 적외선신호의 민감도

를 살펴본 결과 기상변수별로 방사신호의 변화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조용진 2007). 

결국 적외선 신호연구를 위해서는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기상환경 변수를 찾아내고 명확한 환경기준(Criteria)이 설정되어

야 한다. 그러나 환경기준 마련을 위한 해양환경 연구는 국내에

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외국 기술용역사의 

연구결과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기준을 주지 못하고, 함정의 생

존성 향상노력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육면체와 구에 대한 연구에 

추가하여 수집한 후 호위함급(Frigate Class) 함정을 대상으로 적

외선 대비복사강도의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변수들의 독

립성을 가정하였으며 변수의 변화에 따른 대비복사강도의 민감

도를 살펴봄으로써 해양기상환경변수를 도출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정 운용해역의 해양 

기상환경이 적외선 신호에 민감한 변화를 나타내므로, 본 논문에

서는 적외선신호에 민감도를 분석하여 함정개발에 필요한 적절

한 해양환경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기상환경을 정의하고

자 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함정 적외선 신호

함정이 방사하는 적외선 신호는 함정의 내부와 외부 환경이 

함정의 표면과 복잡한 열전달 과정을 거쳐 열평형상태에 도달한

다. 그 이후 함정으로부터의 복사열전달에 의한 신호와 주변 환

경신호의 반사를 포함한 대비복사량을 계산함으로서 함정의 신

호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신호해석 전에 함정이 놓여있는 환경에서 정밀한 열평형상태

의 해석은 함정의 적외선 신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본과

정이 된다. 함정의 열평형상태는 내부열원과 외부열원과의 열전

달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열평형상태의 함정표면과 배가가스의 정

확한 온도분포 및 적외선 신호방사 모델링이 되어야만 해석의 정

도가 높아진다.

Fig. 1  IR rendered scene for each sea condition

이와 같이 함정의 적외선 신호해석은 함정이 주어진 환경모델

에서의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 함정표면의 온도조건과 배기가스

의 모델에 따라 방사되는 적외선 신호와 배경(태양, 하늘, 해양)

신호의 함정표면을 통한 반사 또는 투과되는 신호가 대기의 감쇠

과정을 통한 관측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방사강도를 외부배경과

의 복사대비강도로서 계산 예측하게 된다.

해석에 필요한 적외선 환경의 장면은 다음의 Fig. 2에서 나타

내는 바와 같이 목표 표면, 목표의 폐기 플륨, 태양(구), 하늘(절

단된 구), 바다(구형 캡)의 기본요소로 구성된다.

Fig. 2 NTCS IR scene wireframe(좌), IR rendered scene(우)

배경(태양, 하늘, 바다)은 상용모델인 LOWTRAN7(Low 

Transmittance)이나 MODTRAN4(Moderate Transmittance)모델

에 의해 자동 생성된다. 각각의 배경요소는 사용자에 의해 지정

된 방위각(Azimuth)과 천정각(Zenith)의 격자크기로 반구형태의 

모양이 된다.  하늘의 표면은 방위각과 천정각(수평선근처 제외)

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 50Km 반지름을 갖는 반구형으로 나타난

다.  그리고 날짜/시간 및 경도/위도를 기준으로 태양은 반구 표

면의 특정위치에 태양크기와 동일하게 표현된다. 해양 표면은 

Cox & Munk모델에 의해 태양 글린트(Solar Glint) 형상을 해양표

면에 표현하기위하여 격자형태로 표현된다. 

목표물체의 표면은 불투명한 다각형으로 다음과 같은 열적/적

외선 특성을 갖도록 구성된다.

∙ 표면 처리(페인트, soot등의 방사/반사 특성들)

∙ 환경적 조건들(태양가열, 바람 대류, 대기 열흡수)

∙ 내부 열원들(HVAC, 창문가열, 배기가스 대류, 기관냉각공기 등)

∙ 목표물체의 방향과 속도(태양과 바람에 관계됨)

 목표물체의 복잡성에 따라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느 정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폐기가스의 방출형태는 연돌의 형

상과 폐기방출 흐름양과 같은 기본적인 입력을 이용하여 정의된

다.  폐기의 확산유동은 상대풍속, 배출가스의 운동량과 고온가

스의 부력효과(Buoyancy Effect)를 고려한 경험적인 유동의 상

관관계식을 이용하여 자동 계산된다.  이러한 폐기가스는 좁은 

특정파장 내에서만 방사를 하고, 표면보다는 가스부피에 의존하

여 방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한 등온표면(Shells)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이러한 등온다각형은 동일한 온도와 가스성분 조성으

로 구성되어, 광선추적(Ray-Traced) 방법으로 화면에 표현된다.

3. 민감도 해석연구의 설계

해양환경이 함정의 적외선 방사특성에 미치는 민감도 연구과

정은 실험계획법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다. 이러한 해석연

구 과정은 전형적인 블랙박스 문제와 같이 시스템의 잡음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변수의 선정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

지로 시스템(해석코드)을 통한 안정적인 해를 얻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이 입력변수와 관련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 함정의 적외선 복사 대비신호(특성치 선택)

․ 적외선 신호 영향변수의 선정(변수선정)

․ 한반도 해양대기 모델의 개발(수준설정)

․ 직교배열표에 의한 실험계획(변수설계)

․ 해석을 위한 3D모델의 개발(해석실시)

3.1 영향변수

본 연구에 활용한 프로그램(ShipIR/NTCS)에서는 LOWTRAN 

/MODTRAN이라는 하위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미 공군의 주도로 

개발된 수치모델은 물리적이고 behavioral 모델로서, 낮은 광학

해상도에서 대기 channel의 효과를 예측하기위해 제공된다. 프



로그램은 간단하고 유동적인 band model로서 디자인되어 있다.

대기를 통한 radiation의 영향은 첫째 구성하고 있는 가스에 

의해 야기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떠다니거나 낙하하는 미립자

들에 의해 야기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각각에 대해 흡수와 분

산을 일으킨다. 

Fig. 3  The wireframe of the background geometry of NTCS

Fig. 3은 수치계산에 사용된 계산 영역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에 도입된 LOWTRAN에서 중요한 점의 하나는 다중분산(multiple 

scattering) 계산이다. 이것은 소스의 모델과 다른 대기층을 통한 

radiation의 주어진 경로 시작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분리된 표

면으로부터의 전도(transmission), 흡수, 반사의 영향을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해양의 배경(background)을 정의할 때 입력변수는 

LOWTRAN7의 입력변수로 Table 1과 같이 정의된다.

Table 1 Input parameter of background

구분 입력변수 환경변수

Geography

- Longitudinal, Latitude

- Month, Day, Year

- Time(Greenwich Mean Time)

Atmosphere

- Background model, season, boundary 

layer, stratosphere, meteorological 

range, solar flux, air mass character

- Cloud model, statistics, altitude, 

extinction, rain rate

- Wind direction, current speed, 24 hour 

average

- Cloud model cloud ceiling, cloud 

thickness, inversion height

- Temperature sea temp, ambient temp, 

relative humidity, blackbody sky temp, 

blackbody sea temp, thermal cloud 

coverage

① season

② cloud

③ wind direction

④ wind speed

⑤ sea temp

⑥ sky temp

⑦ relative humidity

Observer

Parameter

- No. of point no. of zenith points, no. 

of  azimuth points, no. of observer 

altitude, no.  of IR band

- Model sky type, sea type, sun type

- Type scattering, scatter type, glint type

이상의 검토 결과 신호의 영향요소로 주요 7가지 변수는 ① 

season, ② cloud, ③ wind direction, ④ wind speed, ⑤ sea 

temp, ⑥ sky temp와 ⑦ relative humidity 이다. 그 외의 다른 

입력변수는 지금까지의 기술용역과 적외선 연구경험으로 신호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잡음으로 처리하였다.

3.2 환경변수 범위

현재까지 함정 적외선연구에 사용된 한반도주변의 해양환경과 

해양기상환경 자료는 기존의 미해군의 자료로서 위경도 1도 간

격으로 수집된 자료로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였다. 

미 해군의 NMCAW(U.S. Navy Marine Climate Atlas of the 

World)를 함정운용환경의 백그라운드 대기/해양의 조건에 대한 

입력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국내 체계적인 해양의 기상환경 자료는 부족하였으며, 주로 

해양연구기관에서 단편적으로 해양조사가 이루어졌다. 해양기상

과 해상환경에 대한 국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자료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결국, 국가해양관측망 계획에 따라 이어도 해양

기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해양연구원의 자료를 본 연구의 해

양기상환경 자료로 선정하였다. 

함정의 적외선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기상환경의 신뢰성 

있는 모델의 개발은 전체 한반도 영역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미 해군자료를 활용

하기 위한 검증자료로 이어도 기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의 

Fig. 5에 탐색범위와 비교 검증지역(이어도)을 표시하였다.

Fig. 5 Environmental Area in Korean waters

각 자료의 취득기간과 위치의 차이를 고려하여 월별 자료로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가장 오차가 심한 풍향풍속을 풍배도

(wind-rose)로 도표화하여 정성적으로 비교한 결과, 겨울과 여름

에 우리나라 계절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었으며 풍향풍속의 자료

수집이 기지와 선박의 차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날씨를 잘 표

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Fig. 6).

이 같은 비교결과는 미 해군의 기상환경자료의 신뢰성이 있음

을 나타낸 결과로서 국내연근해(EEZ)자료로 활용하여 환경모델

을 개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6  Comparison between US Navy data and KORDI 

data (December)

3.3 3D 함정모델

적외선 방사신호의 평가모델로 함정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신

호의 내부열원이 있는 경우로 가정하여 모델을 작성하였다. 모델

로 선정된 복잡한 함정모형은 가능한 실제 함정과 유사한 모든 

복잡한 잡음의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되었다.

함정의 IR신호는 상호 의존적인 변수들에 의존하며 앞장에서 

정의한 해양기상환경인 배경으로서 지리, 날짜, 시간 그리고 기

상학적 자료에 의존한다.

그리고 함정 플랫폼에 따라 함정의 크기와 형상, 구조재료 

표면 코팅, 추진시스템과 보조기계 장치 그리고 갑판에 설치된 

각종장비에 의존함으로 복잡한 함정형상의 3차원모델은 전체 함

정을 대표할 수 있는 호위함(frigate)을 선정하였다.

현재의 운용중인 호위함의 선형자료는 전산화되지 않고 주요 

배치도와 선도가 비밀로 분류되어 보존연한이 지남에 따라 정확

한 수치의 입력은 불가하였으며 기존의 구조도를 추적자를 활용

하여 입력 구성함으로써 가능한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하였다. 특

히 각종센서와 topside의 무장시스템은 기존의 모델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Fig. 7 3D rendered view of a frigate geometry model 

4. 해석결과 및 분석

4.1 해석결과

해양환경모델에 따른 신호 방사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외

선 신호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변수의 도출, 도출 환경변수의 범

위설정 및 범위의 적절한 탐색구간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구간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호해석과 분석이 뒤따라야 하

므로 매우 고된 작업이 된다. 

하지만 품질공학에서 사용되는 다구찌의  직교배열표를 사용

할 경우 단 18회의 계산으로 가능하다. 초기 해양환경모델의 개

발에 모델변수간의 종속성을 무시하고 독립변수로 취급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항목의 선정하여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뒤따라 좀 더 정확한 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양상준 2004).

Fig. 8 IR signature (radiosity) image of a frigate

직교배열표에 의한 배경환경(background)에서의 평가함정

(frigate)의 방사신호는 중적외선(MWIR)과 원적외선(LWIR)에 대

한 신호해석결과에 대한 그래프를 각각 Fig. 4-10과  Fig. 4-11

에 나타내었다.

함정의 위치는 이어도 근처(동경 125°, 북위 32°)에 있고 태양

의 위치는 함정의 우현에 고도 30°에 위치하여 270°의 방위각에

서 많은 신호를 방출하도록 배치하였다.  그리고 관측기에서 표

적을 바라보는 고각은 해수면으로부터 10m고도에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함정의 모델에서 중적외선(MWIR)의 극신호 그래프는 매우 복

잡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함정의 복잡한 형상으로 인

해 대류열전달과 보는 위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원적외선 신호의 경우 함정의 온도분포의 변

화 보다는 넓은 면적의 표면으로 인해 복잡한 모양의 신호형태는 

보이지 않고 있다.

Fig. 9  Polar signature of predicted contrast radiant 

intensity of frigate(MWIR)



Fig. 10  Polar signature of predicted contrast radiant 

intensity of frigate(LWIR)

4.2 민감도 분석

해양환경변수별 적외선 신호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선 우선 요인효과도를 분석하였다. 요인효과도의 분석은 각 

해양기상환경모델의 변수별 적외선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

을 그래프로 보여줌으로 해서 각각의 환경 변수가 적외선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4.2.1  요인효과도 분석

마지막으로 함정모델(frigate)의 각인자의 수준별 요인효과도 

그래프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이다.

함정평가 모델의 경우 요인효과도 그래프는 아래의 그림들과 

같으며 각각의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이다.  모든 분석방법에서 

변수로 선정된 구름, 풍속 그리고 습도인자가 효과가 확실히 나

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변수인자들은 수준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아 오차로 포함(pooling)시켜 전체의 검증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

였다.  특이한 것은 함정 모델에서는 습도인자의 효과가 잘 나타

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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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graph according to SN ratio including analysis 

method of mw and lw signature 

4.2.2 분산분석

우선 함정의 적외선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하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경험을 토대로 중요한 변수들을 도출하였

다.  변수의 도출은 함정운용과정에서 마주치는 변화하는 해양환

경과 해양의 대기환경을 입력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연중에 

수시로 변화하는 해양대기환경을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

여 입력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운용과정에서 제어가 불가능

한 기타의 변수는 잡음변수로 취급하였으며, 또한 적외선 신호에 

영향이 미미한 변수들을 잡음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입력변수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대기 

환경자료를 유관기관을 통해 조사 수집하였다. 수집된 해양대기 

환경자료는 선정된 입력변수에 따라 적외선 신호분석을 위한 새

로운 환경모델을 만들었다. 이 과정은 부족한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위치에 대한 기존의 외국개발 모델을 검증하여 한반도 전 해

역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본 해석연구의 한반도 해양기상 환경의 지역범위를 함정의 운

용해역인 연근해해역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양기상 변수들은 모두 종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나, 이를 

모두 반영하여 환경모델을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우선 

입력변수들을 독립변수로 가정하여 환경모델을 만들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독립변수의 한반도 해역에서의 전 변동범

위를 적절한 수준(3수준)으로 설정하여 다구치의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해석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신호해석의 대상은 단순모델인 구와 정육면체 및 복잡한 함정

모델인 호위함을 선정하여 3D 모델을 만들어 목표로 활용하였

다. 해석시나리오는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경, 목표, 신호특

성치 등을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런 해석절차에 특성치인 방사신호를 분석하여, 변수별로 신

호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를 구하고, 각 변수별로 신호 민감도

에 미치는 기여율을 구함으로써, 적외선 신호에 많은 영향을 끼

치는 변수를 선정할 수 있고 각각의 정량적인 기여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해석결과는 비록 측정된 해양기상 모델은 아니라

도 기존 외국모델을 활용하여, 변수간의 종속성을 고려한 해석기

준을 제안할 수 있으며, 차후에 해상측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

반도 해양기상 환경자료의 축적이 이루어 질 경우 적외선 신호해

석의 환경 기준치를 찾아낼 수 있게 할 것이다.

Table 4 ANOVE of frigate IR signature(Larger-the-better 

characteristic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해양기상 환경변화에 대한 적외선 신호

의 민감도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환경변수들이 적외선신호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함정 개발과정에 올바른 적외선 신호해석

에 필요한 환경기준(criteria)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해석연구

를 수행하였다.

본 해석연구는 실험계획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현재 세계적으

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해석도구에 의한 해석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평가함정모델을 개발하여 적외선신호

를 해석하였으며 해석 결과 극좌표 그래프의 분석을 검토하여 대

표성을 갖는 적외선 신호 값을 찾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해양환경에 따른 함정 적외선 신호의 최악의 조건을 찾기 위

한 환경변화의 특성연구결과 각 모델별 분산분석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구름 : 41%의 기여율을 보이며 전체신호에 가장 유의성 있

는 변수임.

2) 풍속 : 17%의 기여율을 보이고변수의 유의성이 확실하게 

나타남.

3) 습도 : 기존연구의 Cube와 sphere의 경우와 달리 16%의 

기여율을 보이며 유의성이 나타남.

이상의 결과는 유의성 및 F-검정은 1%와 5%의 각각 위험율

을 갖고 추정된 검증결과이며 기온과 수온의 영향은 2차 환경변

수 평가를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풍향/풍속은 종속관계

의 변수로 풍속변수와 함정의 상대속도를 고려한 연구항목으로 

대류열전달 항목으로 추과과제로 검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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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O법을 이용한 RCS 예측 모델 개발 및 후처리

이근화, 추영민, 성우제(서울대학교)

 Development of RCS prediction model using the PO/GO method 

and its post-processing techniques
Keunhwa Lee, Youngmin Choo, Woojae Seong(SNU)

요 약

본 발표에서는 단상태 레이더 산란 단면적(Radar Cross Section, RCS) 예측 모델인 RNAV(RCS model for Naval Vessels)을 소개한

다. RNAV는 임의의 함정에 대한 단상태 레이더 산란 단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석 알고리듬은 물리광학법과 기하광학법의 혼

합법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전 처리 및 후 처리 환경은 MATLAB GUI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해수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사경로법

(four-path method)를 적용하였다. 특별히 해석해 및 양상태 경험식을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hot-spot 해석, 방향 코사인 해석 등 함

정 RCS 후 처리에 유용한 여러 도식의 장단점을 논의한다.

Keywords : Radar Cross Section(레이더 산란 단면적), Physical Optics method(PO 법), Geometrical Optics method(GO 법), Four-path 

method(사경로법)

1. 서 론

RCS는 함정의 수상전 능동 스텔스 성능을 판단하는 주요 지

표 중의 하나이다. RCS가 최소화 된 스텔스 함정은 전통적인 함

정에 비해 적의 유도대함무기나 탐지레이더에 의해 탐지될 가능

성이 극히 낮다. 함정의 RCS 저감 설계를 위해서는 RCS 예측 

모델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자(최삼욱 등, 김국현 등, 

박철수 등)에 의해 RCS 예측 모델이 개발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물리광학법 및 기하광학법의 혼합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제작된 

RCS 예측 모델인 RNAV를 소개한다 (그림1).

2. RNAV 구조

2.1 기본 특징

RNAV는 물리광학법 및 기하광학법의 혼합 알고리듬을 이용해 

개발된 모델이다. 기본적으로 물리광학법을 이용하여 함정에 대

한 1차 반사의 계산이 가능하며, 기하광학법과의 혼용을 통해 2

차, 3차반사의 계산도 가능하다. 함형 표면의 재질의 영향은 전

자기파의 수직, 수평 성분에 대한 Fresnel 반사계수를 사용하여 

반영하였다. 표적의 element 요소는 삼각형 및 사각형 요소를 사

용할 수 있으며 수치적분은 해석식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Keunhwa Lee and Woojae Seong). 

한편 다중반사와 은면 처리는 표적 전체 또는 element간의 처

리가 아닌 그룹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룹은 표적을 구성하는 개

개의 구성요소를 말하여 사용자에 의해 공통된 재질이나 기능으

로 구성된 element 집합을 의미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RNAV

는 전 처리 부분, 계산 부분, 후 처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2 전 처리 부분

RNAV는 해석대상의 mesh data를 입력값으로 사용한다. 현재

는 MSC. PATRAN의 rpt 파일 형식 및 MSC NASTRAN의 bdf 파

일 형식을 각각 지원한다. 외부 형식의 입력 자료는 RNAV의 전

처리 프로세서에 의해 내부 형식인 1.mesh 파일로 변환된다. 전 

처리 부분에서는 mesh data를 도시하고 레이더 방향에 따라 은

면 및 가시면을 관찰할 수 있으며 각 element의 normal vector의 

방향을 도시할 수 있다. MATLAB GUI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그

림 2).

2.3 계산 부분

계산 부분은 c/c++을 이용해 제작되었다. 각각 무한 영역 및 

해수면을 고려한 반무한 영역에 대한 해석 결과를 제공한다. 해

수면의 영향은 사경로법을 이용해 계산했다. 사경로법은 레이더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와 함정사이의 직접 경로 이외에 해수면을 통한 1차 반사 경로까

지 고려하는 방법이다. 한방향 전파 전달일 때 직접경로 및 1차 

반사 경로가 존재하므로, 함정에서 산란되는 전자기파가 레이더

에 재수신되는 경우에는 4개의 경로가 존재한다. 각각의 경로에 

대해 산란 전자기장을 계산하고 상관적으로 합을 취한 후 RCS값

을 얻는다. 이때 직접경로-1차 반사 경로 또는 1차 반사 경로-직

접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전자기파 에너지는 단상태 산란이 아닌 

양상태 산란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산란 전자기파는 양상태-

단상태에 대한 현상학적인 변환 공식을 이용해 계산된다. 그리

고, RCS 값은 고각 및 방위각 또는 주파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그림 3).

2.4 후 처리 부분

후 처리 부분은 MATLAB GUI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고각 

및 방위각에 따른 RCS 값을 이용해 directional cosine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며, 또는 각 방향에 대한 hot-spot 분석을 수행한

다. 또한, 방위각, 고각, 주파수에 따른 RCS 값의 1차원 도시도 

가능하다.

3. 결 론

본 발표에서는 RCS 예측 모델인 RNAV의 알고리듬, 기능 및 

해석 결과를 소개한다. RNAV에 적용된 물리공학법과 기하광학

법의 혼합 알고리듬, 사경로법과 양상태-단생태 변환 공식의 적

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후처리 해석에서 사용되는 여러 도식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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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CS model for Naval Vessels

그림 2 Mesh data의 도시

그림 3. 각도에 대한 환경 변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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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선박내의 많은 구조물들도 대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수선 또한 대형화 및 용도의 다기능성

이 요구되고 있어서 특수선박내의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으며 장비의 허용부피도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내의

Dead zone을 활용하고 한국해군 및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해군 등의 동등한 규격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방폭설계가 가능한

특수선용 무기 이송 엘리베이터를 위한 엘리베이터 기술개발을 하여 ship building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능은 상향조정하면서 구

조설계의 변화보다는 기존의 설계효율 및 개선을 하고자 한다. 향후 일반선박 및 육상건축물의 효과적인 공간이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기술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한 기술이다.

Keywords : Elevator(E/V:엘리베이터), Explosion Design(방폭구조), Shock(충격), Noise(소음), Vibration(진동)

1. 서 론

최근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선박내의 많은 구조물들도 대형화

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선산업의 기술분야에서 국제무역의 주

된 운송역할을 담당하는 화물선박의 다양한 기술들은 점점 고 정

밀성, 안정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선박의 위험지역에서의 

정확한 레벨, 압력, 온도 등은 석유화학, 가스, 정유 등을 싣는 

선박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 따라서 폭발가능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지역에서는 방폭의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설계, 시공 

및 운전이 이루어져야만 폭발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다.(J.Y.Kim, 2007). 현대 선박의 경우 사용목적, 화물의 상태, 

화물의 적재방식에 따라 종류를 달리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운송비의 절감, 경제적 효과,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대형

화된 선박의 운항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형선박

에서 엘리베이터는 일반선과 특수선 모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

여 사람과 화물을 이송해야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는 특수선용 무기 이송 엘리베이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되고 있다. 특수선용 무기 이송 엘리베이터의 경우 폭발

물을 이송하게 되는 중요한 선내장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폭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지역의 장비 중 엘리베이터는 방폭설

계를 통한 제품의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2. 본 론

2.1 방폭의 개념

2.1.1 방폭의 중요성

석유화학, 가스, 정유관련 공장 및 저장소 등에서는 수 많은 

위험물질들 여러 공정에서 고온, 고압으로 취급함으로써 폭발로 

인한 화재나 가스중독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장의 폭발은 공장 및 정유시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의 공장이나 주택가로 번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방폭의 정확한 개념을 개지고 설계, 시공 및 운전이 이

루어져야만 폭발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1.2 폭발 및 화재의 3요소

가연물질 – 지역내에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존재해야 한다.

산소공급원, 산화제 –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연소 또는 점화

가 가능한 정도의 산소 또는 공기와 혼합되어 있어야하고 이 혼

합물의 양은 설비 주위의 공기를 충분히 점화 시킬 수 있는 양이

어야 한다.

점화원 – 전기, 기계, 화학 등 여러 가지 점화원이 있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1.3 방폭기기의 선정요건

Table 1 Choice condition factor

선

정

요

건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지역의 방폭지역 등급구분

◾가스 등의 발화온도

◾내압방폭 구조의 경우 최소 점화 전류

◾압력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장소의 주변온도, 표고, 또는 상대습

도, 먼지,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 환경조건

◾ 분진 방폭구조의 경우 분진의 도전성 유무

2.1.4 방폭기기의 선정원칙

Table 2 Choice condition rule

0종

장소

◾본질안전방폭구조(EXi)-정상시 및 사고시(단선, 단락, 자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 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가

스 또는 증기에 점화 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0종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1종

장소

◾0종 장소 사용구조

◾내압방폭구조(EXd)-용기내부에서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서 외부의 폭발성 증기에 인화도리 유려가 없도록 한 

구조

◾압력방폭구조(EXp)-용기내부에서 보호가스(신선한 공기 또

는 불연성 가스)를 인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함으로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용기 내부로 유입하지 않도록 된 구조

◾유입방폭구조(EXo)-전기기기의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

생하는 부분을 기름속에 넣고 기름면위에 존재하는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2종

장소

◾0종 및 1종 장소 사용구조

◾안전증 방폭구조(EXe)-정상운전중에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

가 점화원이 될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E#h는 온도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비 점화용 방폭구조(EXn)

◾슬림링, 정류자 등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스위치류가 없는 고

정설치된 조명기구로서 정상사용시 최고 표면온도가 당해 물질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고 고온 부분의 낙하방지를 위

한 가드가 있는 비방폭구조여야 한다.

◾2종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2.2 엘리베이터의 개념

2.2.1 엘리베이터의 정의

‘승강기’라 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

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써 엘

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산업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Fig. 1 General cargo elevator photo in ships

Fig. 2 General cargo elevator drawing in ships



2.2.2 엘리베이터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General elevator

① 권상기

권상기는 전동기축의 회전력을 시브에 전달하는 승강기 핵심

장치로 모터(전동기), 시브 브레이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② 제어반

제어반은 철제자립형으로 중앙감시반과 연결되는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③ 조속기

조속기는 카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조속기 로프에 의하여 

조속기 힐이 회전하면서 카의 속도를 검출하는 장치이다.

④ 상/하부 파이날 리미트 스위치

감속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파이날 리미트 스위치를 1조로 

하여 상/하부에 설치한다.

⑤ 카 가이드레일

카와 균형추의 승강로 평면내의 위치를 규제하고 카의 자중이

나 하중이 반드시 카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기울어짐을 막아내

고, 더욱이 비상 정지장치가 작동했을 때 수직하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게 된다. 그런 목적에서 T자형의 것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승강로 내에서 일직선상에 수직 설치된

다.

⑥ 도어 개폐장치

카 출입문 개폐장치는 도어 머신의 회전을 감속시켜 벨트를 

구동함으로써 도어를 개폐하는 장치이다.

⑦ 인터록

승강장 출입문이 열린상태에서 승강장 운행을 방지하는 도어

스위치와 비상키를 상용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임의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도어 잠금장치이다.

⑧ 비상정지 장치

전자제동장치의 고장이나 메인 로프의 절단 등으로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할 때 조속기의 2차 동작(조속기 캐치

동작)으로 조속기 로프와 연결된 조속기 홀더가 당겨지면서 비상

정지장치의 레버가 상부로 당겨져서 비상정지장치의 깁(Gib)이 

가이드 레일과 맞물리게 되어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⑨ 균형추

균형추는 승강기 카의 무게를 보상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⑩ 카완충기

승강기가 하수 파이널리미트 스위치를 지나쳐서 피트에 충돌

할 때에 탑승자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이다.

2.3 특수선용 무기 이송 엘리베이터

2.3.1 특수선용 무기 이송 엘리베이터 정의

특수선용 무기 이송 엘리베이터는 군함 등의 특수선에서폭발

물의 이송시 폭발가능성을 배제시킨 방폭기능이 추가된 엘리베

이터로써 충격, 공기소음, 구조소음, 진동 등의 성능을 미국, 영

국, 프랑스, 독일 해군 등의 동등규격 이상을 만족해야하고 장비

류 등은 함정의 안전이나 전투에 필요한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고 충격시 부품의 이탈이 인명이나 주요계통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

Table 3 System performance requirement of explosion 

design for weapon transfer elevator in special ship 

Item
Performance 

requirement
Accept Standard

Hydraulic Power Unit

Shock
MIL-STD-910D(NAVY):1

989

Noise in Air
MIL-STD-740-2(SH):19

86

Noise in 

Structure

MIL-STD-740-2(SH):19

86

Vibration MIL-STD-167-1A:2005

Control Panel
Shock

MIL-STD-910D(NAVY):1

989

Vibration MIL-STD-167-1A:2005

Moter Maneuver Panel
Shock

MIL-STD-910D(NAVY):1

989

Vibration MIL-STD-167-1A:2005

Hydraulic Traction Machine 
Shock

MIL-STD-910D(NAVY):1

989

Vibration MIL-STD-167-1A:2005

- 적용 규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해군 등의 동등규격 이상을 만족해야함.

2.3.2 특수선용 무기 이송 엘리베이터 구조



Fig. 4 Structure of elevator in special ship

Fig. 5 Picture of elevator in special ship

2.3.3 특수선용 무기 이송 엘리베이터 특징

① Main 장비(감속기/제어반)에 대한 특수성능시험 충족조건

-US MILL 사양 충족

-KIMM 성능테스트 후 인증서 발급

② 일반 승강기의 BOX 형식의 CAGE가 아닌 Platform type 

적용

③ 충격/진동에 견딜수 있는 특소재 사용

-Wire rope/Guide rail 등(일반 승기용으로는 적용불가)

-Limit S/W, Enclosure, Push button류 등 전기자재 IP44~56

등급 이상 적용

-필요시 전기자재 방폭적용

④ Hydraulic Driven type 구동방식

⑤ Dual winch type으로 비상시 사용가능한 Stand-by system

⑥ Hydraulic type landing door system

⑦ Fire resistance Watertight or weathertight Door 적용

⑧ Automatic air winch type Hatch 적용

⑨ Wire type이지만 8~10°의 경사면에 사용가능

 

2.3.4 특수선용 무기 이송 엘리베이터 성능검증

Table 4 System performance requirement and result of 

explosion design for weapon transfer elevator in special 

ship 

Item
Performance 

requirement
Accept Standard

Hydraulic Power Unit

Shock 구조해석 인증

Noise in Air Grade D 만족

Noise in 

Structure
Type Ⅱ+5dB 만족

Vibration Type Ⅱ 만족

Control Panel
Shock Hi shock test 만족

Vibration 만족

Moter Maneuver Panel
Shock Hi shock test 만족

Vibration 만족

Hydraulic Traction Machine 
Shock Hi shock test 만족

Vibration 만족

3. 결 론

특수선박에 설치되는 무기이송용 엘리베이터는 직선구간에서

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부분 rack & pinion type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기술의 적용시 선주가 요구하는 

구동의 정확성과 설치부피의 최소화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시 

rope type의 엘리베이터 적용은 선주가 요구하는 구동의 정확성 

및 설치부피의 최소화를 만족하였으며 elevator type의 변화를 

통해서 rack & pinion type의 단점인 주행속도 및 전력소모, 소

음, 진동, 승차감, 유지관리 등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Elevator는 유선

형 선체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dead zone의 활용을 

통해서 기존의 elevator가 설치될 수 없는 zone에 설치를 하여 

ship building의 많은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선박 

뿐만 아니라 일반선박에 적용할 시 최근의 추세인 선박의 대형화 

및 효율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향

후 선박 및 건축물의 효과적인 공간이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기술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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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ide 및 수심 3000m 해양플랜트용 해저제어모듈 기술 분석
전창수((주)칸), 함봉수((주)(칸), 유병준((주)칸), 강나리((주)칸), 현장환((주)칸),

문형순(현대중공업), 고성훈(현대중공업)

Technology Specifications of Subsea Control Module
ChangSu Jeon, BongSu Ham, ByoungJun Yoo, NaRi Kang, JangHwan Hyun, 

HyeongSoon Moon, SungHoon Ko 

요 약

본 연구 과제의 최종 목적은 수심 3000m에서 사용되는 이중화된 제어 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다. 그 중 Subsea Control Module은

현재의 Subsea Production System을 제어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Electro Hydraulic Multiplexed System에서 장거리의 Well을 제어,

Monitoring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이다. Subsea Control Module 개발에는 수심 3000m의 해저 환경에 따른 온도, 내압 성능

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해저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Sensor 및 유압 Valve의 사양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Subsea 생산 장비와의 제어

요구 사항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Subsea Control System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Subsea Control Module이 사

용되는 Subsea 장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Subsea Control Module의 구성 요소와 제어 및 Monitoring 항목 조사 그리고 

Subsea Control System에 관련된 기술 문헌을 조사하였다. 

Keywords : Subsea Control Module(SCM,해저제어모듈), Subsea Control System(SCS, 해저제어시스템), Technology Specifications(기술사양)

Topside Equipment 주요 기능 

Master Control 

Station (MCS)

Topside에 설치되어 오퍼레이터와 Subsea 

장비간의 Interface를 제공하는 장비로 Human 

Machine Interface(HMI)를 사용하여 오퍼레이터가 

직접 제어 및 Monitoring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

Hydraulic Power 

Unit (HPU)

Subsea 환경에서 동작하는 밸브에 유압 유체를 

공급하는 장비

Electronic Power 

Unit (EPU)

Topside에 위치하여 Subsea 장비 및 MCS와 

HPU에 이중/단독/단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일종의 대형 배터리로써 만약 주 전원 공급이 

끊겼을 시 다른 장비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비 

1. 서 론

Subsea Control System(SCS)은 Subsea에 설치되는 

Production Tree, Manifold, Pipline에 위치한 각 종 밸브와 센서

류를 제어 및 Monitoring하는 system을 말하며, Subsea에서의 

생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도, 압력, Sand Detection과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한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게 된다(Kanika,S., 

2010). 제어 장치 위치 선정의 최적화로 Pipe 및 Cable의 연결

부와 수량을 최적화 하고 Subsea 장비의 설치 및 회수 작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중 Subsea Control 

Module(SCM)은 Subsea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직접 장착되어 해

당 장비를 제어, Monitoring, 통신을 수행하는 장비로 주로 Tree 

및 Manifold에 설치된다. SCM은 EH-MUX Control System이나 

All Electric System에서 사용되며 특히 EH-MUX Control System

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Subsea Control System이다. 

2. SCS 관련 장비 분석

Subsea Control System 관련 장비는 Topside Equipment와 

Subsea Equipment로 나누어진다. Topside Equipment는 Master 

Control Station (MCS), Hydraulic Power Unit (HPU), Electronic 

Power Unit (EPU),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로 구성

된다. 

Subsea Equipment는 Umbilical, Umbilical Termination Unit 

(UTA), Flying Lead, Pipeline End Termination(PLET)로 구성된

다.

Table 1 Topsid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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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a Equipment 주요 기능 

Umbilical
전기, 전력, 유압, 화학물 등을 Subsea 장비에 

공급하기 위한 복합 구조의 Cable

Umbilical 

Termination Unit 

(UTA)

Seabed에 위치하며 Umbilical을 연결하여 해저 

장비에 전기, 유압, 화학물의 공급 센터 역할을 

맡는 장비 

Flying Lead

UTA에서 분배되는 전기, 유압, 화학물을 각각의 

Subsea Equipment, Control Module에 

공급하는 Cable 

Pipeline End 

Termination(PLET)

Rigid Pipe를 다른 장비의 Pipe와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Rigid Pipe 끝단에서는 

Flange연결을 하여 Production Riser 또는 

Jumper에 연결하는 장비 

SUTA 구성 요소 주요 기능 

Umbilical 

Termination Head

Umbilical의 유압 line을 분류하는 Manifold구조의 

장비로 UTA에 장착되는 장비 

Flying Lead
UTA 또는 SDA와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압, 

전기용 Cable 

Mudmat

Seabed에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Template 구조물로 넓은 면적과 무게를 이용하여 

Seabed에 장비를 고정한다. 

Multi Quick 

Connect (MQC)

UTA 및 SDA에 장착되는 유압 및 화학물 분배 

장치 

SDA 구성 요소  주요 기능 

Hydraulic 

Distribution 

Manifold / Module 

(HDM)

 SDA 장비에 장착되는 유압 분배 장치로 인입 

연결에서부터 장비로 분배되는 배출구까지의 

배관

Electrical 

Distribution 

Manifold/Module 

(EDM)

SDA 장비에 장착되는 전력 분배 장비로 

1기압으로 밀봉된 Housing을 사용하며 사용되는 

Connector는 갑작스러운 단선 시에도 해수에 

보호되는 장치를 사용

Table 2 Subsea Equipment

3. Master Control System 선진사 사양

Weatherford社 Master Control Station의 사양을 조사하였다. 

� 전/후면 어느 쪽에서든 접속이 가능한 밀폐형 Case 사용 

� 안전하고 청결한, 동작 중에 위험성이 없고 공기 조절이 

되는 환경에서 사용 가능 

� 이중화된 이중 전력 공급 기능 

� Subsea electronic module 오류 검출 기능 

� 한 명의 작업자가  제어 및 Monitoring 기능 조작 가능 

� Windows NT, Wonderware 기반에서 사용 가능한 17" 

monitor

� 전력 시스템과의 통신 가능 

� CPU 및 입/출력 제어 가능한 이중화된 PLC

� Neuron 3150 Processor 기반의 통신 기능 

� 분산 제어 네트워크(LonWorks)를 사용하는  2개의 통신 

채널 

� RS-232(또는 RS-485), Gould ModBus 프로토콜을 사용

한 시리얼 통신 가능

 

Fig. 1 Master Control Station and HMI(Weatherford社)

4. Subsea Distribution System 

Subsea Distribution System은 Topside에서 Subsea로 가는 

신호와 유압, 전력 등을 Subsea 장비에 전달하기 위해 분배하는 

System을 말한다. Subsea Distribution System은  Seabed에서 

Umbilical을 연결하여 Subsea 장비에 신호, 유압, 전력, 화학물

을 분배하여 공급하는 장비인 Subsea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 (SUTA)와 유압, 전력 통신, 신호, 화학물을  

Subsea 설비에 분배하여 공급하는 장비인 Subsea 

Distribution Assembly (SDA)로 나눌 수 있다.

Table 3 Subsea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 (SUTA) 

Table 4 Subsea Distribution Assembly (SDA) 

5. SCM 적용 Equipment 분석

(1) Subsea Manifold

여러 개의 Well에서 Production Line을 통합하여 Topside로 

전송하는 장비로, Production Flow를 제어하기 위한 Valve, 

Choke 및 유압, 전력, 통신 등을 제어하기 위한 Subsea Control 

Module로 구성되며, Subsea Production System의 Pipeline 및 

Riser 사용을 최소화 하여 Flowline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

 

(2) Subsea Tree

Well Head 상단에 설치되어 Well에서 생산되는 유체나 가스의 

유량 및 압력을 조절하는 장비로, Well 내부의 압력, 온도, Leak 

상태를 Monitoring하고, Master Valve의 위치에 따라 Vertical 

Type과 Horizontal Type로 나눌 수 있다(API. 17A, 2010). 

 

Fig. 2 Template Manifold & Vertical Tree



구성 요소 주요 기능

전기유압식 또는 

유압식 파일럿 

DCV (Directed 

Control Valve)

유체의 흐름을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

체크 밸브, 셔틀 

밸브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거나 특정 조건

에 맞는 흐름만을 출구로 흐르게 하는 밸브 

전기 또는 

광통신용 커넥터, 

유압 커플러

전기, 통신, 유압 cable 또는 tubing을 연결하는 부

분으로 해수에 침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압 Manifold 및 

Tubing 

SCM에 공급된 유체를 원하는 밸브에 공급하기 위

한 Pipeline

Filter / Strainer
SCM에 공급되는 유체의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한 

Filter 및 Strainer 

Accumulator 
저압 또는 고압 Solenoid 밸브 작동시에 안정적인 

유압을 공급하기 위한 압력 보상 장치 

화학물 주입용 

레귤레이션 밸브

Flow Assurance를 위한 화학물의 공급양을 조절하

는 밸브

Subsea 

Electronic Module 
전자 제어 및 통신을 위한 전자기기 장치

6. SCM 구성 요소 분석 

SCM은 Subsea Tree, Manifold등에 장착되어 유압, 전력, 통

신을 제어하는 장비로 보통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회수 및 재 설

치가 가능하다. 또한, 유압, 전력, 통신 신호를 Topside 장비로

부터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Topside의 제어 장비에서부터 먼 거

리에 위치한다. 통신 신호, 유압, 전력은 Umbilical을 통하여 이

중화되어 공급되며, Subsea Control Module내에는 Subsea 

Electronic Module과 같은 전자 제어 장비가 탑재되며, 이는 전

력, 통신, 각종 Sensor의 상태를 관리하게 된다.

Table 5 Component of Subsea Control Module

Fig. 3 Subsea Control Module

(1) Subsea Control Module 제어 및 Monitoring 요소

� Subsea Tree Actuator와 Downhole의 안전 밸브 제어 

� 유량 제어 Choke 밸브, Shut-off 밸브 제어

� Subsea manifold의 Diverter 밸브, Shut-off 밸브 제어 

� Chemical Injection 밸브 제어

� Field Reservoir 분석 및 Monitoring

� Downhole 압력, 온도, 유량 Monitoring

� Sand Detection Monitoring

� Subsea Tree 및 Manifold의 압력, 온도, Choke 밸브 위

치 Monitoring

(2) Subsea Control Module 선진사 사양

Weatherford社의 Subsea Control Module의 Specification 자

료를 분석 하였다. 

4개의 고압 유압 출력, 22개의 저압 유압 출력 지원

� Shear-Seal 방식의 솔레노이드 밸브 사용 

� 이중으로 고압 및 저압을 공급하며 각각의 유압 공급에는 

B3=200급의 Filter 사용 

� Emergency Shutdown 밸브 지원

� 카본-강철 합금 Housing 사용, Subsea용 페인트 사용

� Housing 내부에는 절연액을 채워 압력을 보상함 

� SEM Housing 내부에는 1기압의 건조한 순수 질소 가스

를 채워서 사용

� SEM 및 Communication System에는 Neuron 3150 

Microprocessor기반의 PC/PLC 사용

� ROV를 이용하는 Running Tool로 설치 및 조작 가능

� SEM은 공급되는 모든 전력 및 통신 상태에 대한 진단 분

석 기능 지원

7.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Subsea Control System(SCS) 관련 장비 분석, 

Master Control System의 선진사 사양 분석, Subsea 

Distribution System 분석, SCM 적용 Equipment 분석,SCM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하여, 수심 3000m 해양플랜트용 해저제어모듈 개

발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 사양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해저제어모듈의 기술 사양을 결정하고, 후속 연

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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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설계는 개별 요소의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의 기능 및 성능 측면에서 최적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가시적이고 직관적인 설계 수행을 목표로 하는 MBSE(Model Based Systems Engineering) 기법이 소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선박 및 해양 구조물 설계 과정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MBSE 기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였고, 기존의 함정 및 해상 풍력 발전기의 설계 과정을 분석한 후, MBSE 기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MBSE 기법을 이용한 함정 및 해상 풍력 발전기의 설계 방법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Keywords: Model Based Systems Engineering(MBSE,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System Engineering(SE, 시스템 엔지니어링), Naval 

ship(함정), Offshore wind turbine(해상 풍력 발전기)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과거에는 선호도나 경험에 바탕을 둔 방법으로 선박을 

설계하였으며, 그로 인해 선박이 손상을 입거나 침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SS Schenectady호가 1942년 12월 

31일에 진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943년 1월 16일에 

도크에서 반으로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선박이 

추운 날씨에 운항되면서 낮은 강도의 강철이 피로를 견디지 

못해 파괴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해양 구조물의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2001년 건조되어 

영국 최대 기업이자 세계 2위 석유 회사인 BP 사에 

2013년까지 임대 중이던 석유 시추 시설인 Deepwater 

Horizon호가 2010년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 

폭발하였다. 이 사고로 11명의 시추 노동자가 사망했고 

18명이 부상당했으며, 엄청난 양의 원유가 누출되었다. 아직 

폭발의 원인을 공식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국회 

조사단에 의하면 캐머런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시추 장치의 

안전 장치(blowout preventer)가 수압 누출과 배터리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어졌다. 

이로부터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설계 시,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80년대 이후부터 컴퓨터가 

선박 및 해양 구조물 설계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의 한 

시도로서 최근 SE(System Engineering, 시스템 엔지니어링), 

특히 MBSE(Model Based Systems Engineering, 모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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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론이 설계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BSE 기법을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설계 단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소개하였다. 

  

1.2 관련 연구 현황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SE를 선박 설계 과정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Kim 등(2010)은 국방 획득 사업에서 SE를 적용하기 위한 

산출물들을 정의하였고 기술 검토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했다. Jeong과 Lee(2011)는 SE를 함정 획득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함정 획득 단계에 적합한 SE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Kwon 등(2012)은 SE 기술 검증 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획득 프로세스, 기술 평가 측면에서의 

무기 체계 획득 관련 요구 사항의 검증 사례를 분석하였고, 

검증 활동의 구체화를 통한 통합 검증 방안, 기술 검토 기준 

및 템플릿, 초기 활동 강화를 위한 시험 평가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박 설계 분야의 SE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MBSE 기법 적용 사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BSE 기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였고, 기존의 선박(함정)과 해양 구조물(해상 풍력 

발전기)의 설계 과정을 분석한 후, MBSE 기법을 어떻게 

적용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MBSE 기법을 

이용한 선박 설계 방법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2. MBSE 기법 

 

2.1 시스템 엔지니어링(SE)의 개념 

 

시스템 엔지니어링(System Engineering SE)은 복잡한 

시스템 개발의 문제 해결과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다 학제간 기술적, 총체적 접근 방법이다 

(Choi et al., 2006). SE 프로세스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전산 

지원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문서 기반 SE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시스템이 커지고 복잡해 

짐에 따라 방대한 정보의 처리가 가능해지고, 프로토타입의 

개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추적성을 확보하여 

데이터간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동화에 의한 

업무 생산성 향상, SE 프로세스 라이브러리의 구축 등이 

가능해졌다. 

 

2.2 MBSE 개념 및 도구 

 

21세기로 접어들면서 SE는 시스템 형태별 모델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SE 지원 도구와 

CASE(Computer Aided Systems Engineering)를 SE에 

적용함으로써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MBSE) 기법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MBSE 기법은 개념 설계 단계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개발 단계 그리고 추후 생애 추기(life 

cycle) 단계에 걸쳐 시스템의 요구 사항, 설계, 분석, 확인 

및 검증을 지원하는 공식화된 모델링 적용법이다(Choi et al., 

2006). 

MBSE는 SE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프로토타입 개발 

시간을 최소화하며,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에 

이르기까지의 통일성, 일관성 및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개발의 이해 관계자간 의사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며,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의하고,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MBSE는 스키마(schema)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스키마는 

중요하고 종합적인 프레임워크이며, 개념 모델은 부서, 임무, 

합동 능력 영역(JCAs: Joint Capability Areas), 구성 성분, 

그리고 프로그램 경계간 체계화된 정보 공유를 통해 모든 

단계에서 설계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현할 수 있는 아키텍처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스키마는 운영 아키텍처 도메인(operational architecture 

domain)과 시스템 아키텍처 도메인(system architecture 

domain)으로 구성된다. 운영 아키텍처 도메인은 초기 운용 

요구 사항, 지침, 임무, 그리고 요구 성능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클래스, 속성 그리고 관계를 제공한다. 시스템 

아키텍처 도메인은 구성 성분 요소, 시스템, 또는 대형 복합 

시스템을 포함한다. 

 Fig. 1 Various MBSE tools 



 

Fig. 1은 다양한 MBSE의 지원 도구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며, 이중 CORE는 미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등 그 

활용성 및 범용성이 제일 우수한 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CORE를 

사용하였다. 

 Fig. 2 Basic concept of the Core for MBSE 

 

 Fig. 2는 MBSE 지원 도구의 하나인 CORE의 기본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CORE는 Vitech MBSE 기법과 

모델링 언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툴을 결합한 것이다. 이것은 

요구 사항 도메인, 거동(기능) 도메인, 아키텍처(구조) 

도메인, 검증 및 논증 도메인 등 4개의 도메인들로 

구성된다. 

각 도메인들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어 완벽한 추적성을 

가진다. 그리고 하향식(top-down) 설계로 각 층에서 한 

단계씩 하부로 내려올 때 마다 더욱 세분화 된다. CORE의 

가장 큰 특징은 거동 도메인과 아키텍처 도메인을 분리한 

것인데, 이것은 기능 중심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가능케 

한다. 

  

3. 미국 해군의 함정 획득 절차 및  

MBSE 적용 사례 

 

3.1 미국 해군의 함정 획득 절차 

 

Fig. 3은 미국 해군의 함정 획득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면 0단계 가능성 

검토(feasibility studies), 1단계 개념 설계 및 기본 

설계(preliminary/contract Design), 2단계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detail design & lead ship construction), 3단계 

후속함 건조(follow ship construction) 마지막 4단계 현대화 

또는 성능 개량(modernization or conversion)으로 진행된다. 

 
Fig. 3 Acquisition procedure for naval ships of US Navy 

 

최초 가능성 검토 단계에서는 작전 운용 성능 대 비용 대 

위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기술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며, 함정에 대한 복수 대안을 정의하고 비용을 

추정한다.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단일 설계 기본 

지침서(design baseline)를 도출하고 주요 위험 제거 또는 

감축, 함정 성능(ship performance)의 계량화가 이루어지며, 

설계 추정치(design estimates)의 정교화 등이 이루어진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기본 지침서가 도출되고 비용 및 

성능 최적화, 입찰 요구서 작성, 함정 인수 기준 작성 등이 

이루어진다.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함정 건조 계획 수립 및 

함정 건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게 된다(Jun, 2010). 

 

3.2 함정의 개념 설계 단계에의 MBSE 적용 사례 

 

미국 해군은 Fig. 4와 같이 초기 전력 기획 단계에서 합동 

능력 통합 개발 체계(JCIDS: Joint Capability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초기 능력 

문서(ICD: Initial Capability Document) 및 획득 결정 

각서(ADM: Acquisition Decision Memorandum)를 기반으로 

임무 정의(운용 개념, 임무 시나리오, 요구 운용 능력 등), 

개념 탐색(concept exploration) 및 개념 개발(concept 

development), 비용 및 위험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Kim, 

2011). 

 
Fig. 4 Existing concept and requirements exploration for 

naval ships of US Navy  

 



특히, 개념 탐색 및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임무 및 작전 

운용 성능을 기반으로, 획득 대상 함정에 대해 계층화된 

효과도 모델을 설정하고, 관련된 설계 변수들의 할당 및 

설계 조합을 통해 효과도, 위험도, 비용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과정의 목적은 

함정 획득 사업의 제약 조건(성능, 비용, 일정) 내에서 

다양한 획득 대안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 실행 가능한 

영역 안에서 함정의 최적 설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Kim & Lee, 2012). 

Fig. 5은 최근 미국 해군에서 제안된 MBSE 기반의 함정 

개념 설계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Fig. 3의 함정 획득 

절차 1단계에서 수행되는 내용이다.  

 
Fig. 5 New concept and requirements exploration for 

naval ships based on MBSE of US navy ship 

 

기존의 개념 설계 과정인 Fig. 4와 비교해 보면, 

“Revise/Build Ship System Architecture” 부분이 추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통해 해군 임무 필수 

과제 목록(NMETL: Navy Mission Essential Tasks List)을 

고려하고 있다. NMET는 명백한 수행도를 가지는 해군 전술 

과제 목록(NTTL: Navy Tactical Task List)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NMET로부터 도출된 시나리오들은 DRM(Design 

Reference Mission)을 구성하는 운용 상황(operational 

situation)이 된다. 이러한 운용 상황들은 시나리오 내에서 

함정 설계에 대한 명확한 MOE(Measure of Effectiveness)를 

계산하기 위해 명백한 수행도를 사용하고,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운용 상황 

시뮬레이션들의 집합은 주어진 함정 설계에 대한 

OMOE(Overall Measure of Effectiveness)를 계산하기 위해 

결합할 수 있으며, 이것은 OEM(Operational Effectiveness 

Model) 개발을 위한 기본틀이 된다(Brown et al., 2011). 

Fig. 6은 Fig. 5의 “Revise/Build Ship System Architecture” 

부분에 MBSE 지원 도구인 CORE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NMETL을 고려함으로써, 주어진 운용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내에서 임무의 분석과 명백한 정의를 

가능하게 하고 함정의 실질적인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Fig. 6 Operational situation using the CORE of US navy 

ships 

 

4. MBSE 기법을 적용한 함정의 

개념 설계 

 

4.1 한국 해군의 함정 획득 절차  

 

Fig. 7은 국내 함정의 획득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Fig. 7에 

나타나 있듯이, 이러한 절차는 소요 기획, 선행 연구,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로 이루어진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소요 결정 결과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에서 

선행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건조 

가능성, 국방 과학 기술 수준, 소요 시기 및 소요량, 비용 대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사업 추진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ROC를 근거로 개념 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탑재 무기 

체계 및 장비의 개략적 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및 

특성 등을 구체화하여 작전 운용 성능 및 함정 건조 기본 

지침서(TLR: Top Level Requirement)를 작성한다. 여기서 

함정 건조 기본 지침서는 작전 운용 성능에 근거하여 함정의 

임무, 작전 요구 성능, 주요 무기 체계 및 장비의 요구 성능, 

정비 및 군수 지원 개념 함정 편성(승조원 수)등을 규정한 

것이다. (Jun, 2010). 

Fig. 7 Acquisition procedure for naval ships of Korea Navy 



Fig. 8는 국방 연구 개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2006년 방위사업청의 신설과 동시에 개정되었다. 이전의 

국방 획득 관리 규정과 비교해 보면 ①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도입, ② 통합사업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 개념의 

도입, ③ 진화적 연구 개발 전략, ④ 시험 평가 종합 계획서 

및 통합 시험 개념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Fig. 8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작전 운용 성능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기 위해 소요 

결정 후 초기 통합사업팀 주관의 선행 연구를 통해 사업 

추진 방법이 결정된다. 각 단계에서 명확한 진입을 위한 

의사 결정 시점을 지정하고 있고 수행할 기술 검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활동이 미제시되어 있는 등 

검증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Kwon et al., 2012). 

 

4.2 MBSE 기법을 적용한 함정의 개념 설계 

 

국내 함정 선행 연구 단계에서는 해군에서 제시한 초기 

작전 운용 성능을 기반으로 개념 설계를 수행하여,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설계 대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해군이 적용하고 있는 MBSE 기반의 

최적 설계 개념의 구현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해군의 함정 획득 절차, 함정의 

개념 설계 방법 등을 파악한 후, 이 과정에 MBSE 기법을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Fig. 9은 함정의 개념 설계 단계의 전체 과정을 나타낸다. 

이것은 미국 해군에서 초기 능력 문서를 기반으로 임무 

정의(운용 개념, 임무 시나리오, 요구 운용 능력 등), 개념 

탐색(concept exploration) 및 개념 개발(concept 

development), 비용 및 위험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운용 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를 기반으로 개념 

설계를 수행한다고 가정하였고, 상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체 과정은 최초 운용 요구서(Fig. 9의 ①)를 파악하는 

것이다. 운용 요구서는 해군에서 작성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작성하지 않았을 시 방위사업청과 협조하여 작성하도록 

권하고 있다(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07). 다음으로 임무 분석 및 정의(Fig. 9의 ②)를 수행하고, 

현재의 기술력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작성된 ROC(Fig. 9의 

③)를 기반으로 설계 변수들(Fig. 9의 ⑨) 을 추출한다. 이때, 

함정 체계 요구 조건 및 성능 특성 수준에서 효과도(MOE: 

Measure Of Effectiveness, Fig. 9의 ⑤) 또한 고려한다. 

MOE는 의도하는 환경에서 시스템이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건조 시 해군의 요구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 체계 요구 조건 및 

성능 특성 수준에서의 성능 지표(MOP: Measure Of 

Performance, Fig. 9의 ⑥)를 동시에 고려한다. MOP는 

함정에서 요구되는 성능으로써 속도, 항속 거리, 유도탄 

발수 등과 같은 임무와는 별개로 특정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성능을 말한다.  

 
Fig.9 Example of the conceptual design for naval ship using 

the CORE 

 

설계 변수들을 추출한 후 설계 조합을 통해 효과도(Fig. 

9의 ⑤), 위험도(Fig. 9의 ⑦), 비용 (Fig. 9의 ④)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 대안을 도출한다. ROC는 위험도와 효과도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되며, 함정 설계에 필요로 하는 

기술력들의 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력의 실패 

확률을 기반으로 위험의 수준을 나눌 수 있으며, 비용도는 

파라메트릭 추정 방법(parametric estimating method)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 분석 단계(Fig. 9의 

⑪)를 통해 함정 설계를 수행할 것인가 판단하게 된다.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함정 획득을 결정(Fig. 9의 ⑫)하게 

된다. 함정 획득을 결정한 후, 최적의 설계 대안으로 함정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작전 운용 성능을 확정하게 되고 함정 

건조 기본 지침서(TLR: Top Level Requirement)를 작성하게 

된다. 

본 개념 설계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ORE 내에 있는 자동화 도구인 CORE 

Sim을 활용해 Fig. 9의 함정 개념 설계 과정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Fig. 10과 같이 문제 없이 수행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10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exploration using the CORE 

Fig. 10을 보면, 개념 설계 과정이 총 두 번 실행된 것을 

알 수 있다(Fig. 10의 ①~②). 이것은 함정 획득 결정 전 

단계인 실현 가능성 분석 단계를 통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시, 최초 운용 요구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루프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는 선도함이 바로 실전에 

투입되어야 하고 100%의 성공을 장담해야만 하는 함정 

획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5. MBSE 기법을 적용한 해상 풍력 

발전기의 개념 설계 

해상 풍력 발전기도 함정과 마찬가지로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개념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제한 조건 내에서 

다양한 획득 대안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실행 

가능한 영역 안에서 풍력 발전기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MBSE 개념을 함정의 개념 탐색 단계에 

적용하는 목적과 동일하다 볼 수 있다. 

Fig. 11은 해상 풍력 발전기의 전체 설계 과정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 Overall design process of offshore wind turbine 

해상 풍력 발전기의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환경 조건과 

발전기의 용량 그리고 운동 요구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개념 

설계를 진행한다. 그리고 유체 동역학적 하중인 바람과 

조류를 고려하여 운동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중 조건이나 운동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유체 동역학적 

해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념 설계 단계에서 MBSE 기법을 

적용할 경우, 제시한 대안들 중 최적의 대안을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MBSE 기법을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해군의 함정 획득 절차와 MBSE 

기법을 적용한 개념 설계 업무를 분석한 뒤, 이를 국내 

함정의 획득 절차 중 개념 설계 단계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때 MBSE 도구 중 그 범용성이 제일 

우수한 CORE를 활용하였다. 또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하나인 해상 풍력 발전기의 개념 설계 과정을 연구하고 이에 

MBSE 기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또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BSE 기법의 적용 범위를 개념 설계 

단계로 한정하였지만, 향후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함정, 해상 풍력 발전기 외 다양한 대상의 설계 과정에 

적용해 볼 예정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a) 지식경제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No. 20124030200110) (b) 

지식경제부/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의 미래산업선도기술 

개발사업(No. 10042556-2012-11) (c)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0035331,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참 고 문 헌 

 

Brown, A.J., Neu, W. & Xiros, N., 2011, Naval Ship Design 

and Synthesis Model Architecture Using a Model-Based 

System Engineering. 

Choi, Y.C., Park, Y.W. & Wang, J.B., 2006, A Study on 

Constructing the Requirement Management System of 

the Performance Tests and Safety Standards of the High 

Speed Railway using 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ailway, 9(3), pp. 330-334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007, Systems 

Engineering Guidebook. 

Jeong, Y.H. & Lee, H.M., 2011. A Study on the Naval Ship 



Acquisition Procedure based on Systems Engineering. 

Proceedings of the Annual Autumn Meeting, Mokpo, 

Republic of Korea, 3-4 November 2011. 

Jun, S.S., 2010. A Study on Process of Weapon System 

Management and Developmental Method (focusing on 

the Process of Battleship Acquirement), 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Kim, J.C. Lee, J.C., Cho, J.Y. & Lee, J.C., 2010, On the 

Generation of Design Products for Defense Systems 

Acquisition Programs based on the Systems Engineering 

Methodology.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35(11), pp. 1710-1714 

Kim, K.H. & Lee, J.C., 2012. An analysis of Alternatives for the 

Acquisition of Naval Surface Ships Based on a 

Multi-Objective Decision-Making Method.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9), 

pp.3841-3848 

Kim, K.H., 2011. A Study on the Defens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Systems Engineering. 

7th Conference on National Defense Technology, Seoul, 

Republic of Korea, 7-8 July 

Kwon, Y.S. Kim, K.J. & Lee. K.H., 2012. A Study on the 

Requirement Verification in the Weapon System R&D. 

Journal of System Engineering, 3(1), pp.1-8 



서브시 트리 튜빙 행어의 구조 신뢰성 해석 

김현진*,양영순**, 김성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및 해양시스템 공학연구소 

 

Structural reliability analysis of subsea tree tubing hanger 

Hyunjin Kim
*

 , Youngsoon Yang
**

 , Sunghee Kim
*

  

*Dept.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of Marine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As subsea production has been revved up, the demand of subsea equipments has also been increased. Among

the equipments, subsea tree plays a major role in safety. The tubing hang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subsea tree. In this study reliability analysis on tubing hanger of subsea tree is performed. The

considered loads are working pressure, working temperature and suspended tubing weight. Thermal-stress 

analysis on tubing hanger is performed and response surface model is created based on the results of FEM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is performed by using Enhanced HL-RF method and the results are verified by results 

of Monte Carlo Simulation. 

 

Keywords: Reliability(신뢰성), Tubing  hanger(튜빙 헹어), Response surface method(반응표면법), Monte Carlo 

Simulation(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Thermal stress(열 응력) 

 

 

1. 서 론 

 

해저 원유 개발이 점차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여태껏 개발되

었던 천수 영역에서 심해저 영역으로 개발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다. 심해저 영역에 존재하는 유전의 경우에는 천수영역의 유

전보다 가혹한 환경조건에 존재하며, 이른바 HPHT(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유전이 다수 존재한다. 심해저 유

전의 경우 2007년에 Gulf of Mexico에서 5000만 배럴의 기름이 

유출된 마콘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에 대한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서브시 생산에는 사고를 대비하고 생산에 안전을 높이기 위

한 장비가 다수 존재한다. 이 중, 서브시 트리는 유전으로부터 

나온 저류층 생산물의 유동을 제어해 주는 장비로서 서브시 생

산 과정에서의 안전 장치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 서브시 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로는 밸브, 초크, 트리 커넥터 및 

Tubing hanger가 있다.  

Tubing hanger는 유전에서부터 해저에 이르기까지 원유의 생

산을 위해 설치된 Tubing을 지탱하는 장치이다. 이 이외에도 

Tubing hanger가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Tubing과 Casing 사이의 annulus의 씰링 

2. Annulus에 대한 접근성 제공 

3. 서브시 트리와의 interface 제공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서브시 트리는 위급 시에 작동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SIL(Safety Integrity Level) 3 수준(10
−3

 ~ 

10
−4)

의 높은 신뢰도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브

시 트리의 주요 요소인 Tubing hanger의 구조 신뢰성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이어지는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반응표면법과 신뢰

성 해석 기법인 Enhanced HL-RF에 대해서 서술한다.  

3장에서는 해석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문제 정의

에서는 해석 대상에 대한 정보와 대상에 적용되는 환경하중 및 

지지조건에 대해 언급한다. 열 응력 해석에서는 ANSYS를 이용

하여 수행한 열 응력 해석의 입력값과 출력값에 대해서 정리하

였다. 끝으로 열 응력 해석 결과를 통해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Kriging model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신뢰성 해석을 위한 한

계상태식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신뢰성 추

정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논문의 정리와 신뢰성 해석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언급함으로써 끝을 맺도록 한다. 

 

2. 방법론 

 

2.1 반응표면법 

 

반응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은 특정 결과값을 몇 

개의 변수들의 근사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는 신뢰성 해

석에서 필요한 한계상태방정식(Limit state function)을 얻는데 주

로 사용한다.  

( ) ( )y x f x ε= +                                             (1) 

y(x)는 결과값이며 f(x)는 근사식이며 ε은 오차로 근사식과 실

제 값의 차이이다. 통상적으로 f(x)는 2차 이하의 다항식(2)으로 

구성된다. 

0

1 1 1

( )
k k k

i i ij i j

i i j

f x x x xβ β β
= = =

= + +∑ ∑∑                (2) 

앞서 설명한 Response surface model은 간단한 형태로 많이 

쓰이지만, 국부적인 변화에 대한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

면에 Kriging model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 ( ) ( )y x f x Z x= +        (3) 

식 (1)과 비교해 보았을 때, kriging model은 response 

surface model과 달리 Z(x)라는 correlation 함수가 존재한다. 

Z(x)는 실험 점들의 정보를 보간하여 얻는 함수로서, 이를 통해 

국부적인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2.2 신뢰성 해석 기법 

 

일반적으로 특정 시스템의 신뢰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0

( ) ,X

g x

R f x dx X
≤

= ∫∫
                                    (4) 

식 (4)에서 g(x)는 한계상태식(Limit state function)을 뜻하며 

g(x)<0인 영역에서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정의한다. 하지만 식

(4)에서 다중 적분을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기에 이

를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다수 고안되었다.  

HL-RF(Hasofer Lind – Rackwitz Fiessler) 방법은 이 중 하나

의 방법으로서 한계상태식을 Taylor expansion을 통해 현재 설

계점(Uk)을 중심으로 전개한 1차식으로 근사한다.  

* * * *

1
( ) ( ) ( )( ) 0

k k k k
G U G U G U U U

+
≈ +∇ − =

      (5) 

* * *

* *

1 * *

( ) ( )
( )

( ) ( )

k k k

k kT

k k

G U U G U
U G U

G U G U
+

∇ −
= ∇

∇ ∇
             (6) 

위의 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설계점((Uk+1)을 계산하고 최종적

으로 G(U
*
) = 0에 수렴할 때의 U

*
를 찾아 시스템의 신뢰성을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 )u Rβ β= = Φ −
                                    (7) 

기존의 HL-RF 방법은 LSF의 비선형성이 커지거나 설계 변

수들의 COV(Covariance of variables)가 커지는 경우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nhanced HL-RF(Keshtegar,B
1
 and Miri,M

2
,2012)는 

HL-RF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다. 이 방법

은 감쇄 상수(relaxed coefficient,α)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설

계점을 계산한다.  

* *

1k k k
d U U

+
= −                                               (8) 

1k k k k
U U dα

+
= +                                           (9) 

식 (8),(9)에서 U*은 기존의 HL-RF로 계산한 설계점이며, U

는 EHL-RF로 계산된 설계점을 의미한다. 감쇄 상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며 직선탐색법(line search)를 통해 특정 방향에서 

G(U)를 가장 최소로 하는 값으로 설정한다.  



 

3. 해석 및 결과 

 

3.1 문제 정의 

 

 
Fig. 1 Dual bore tubing hanger 

 

Tubing hanger는 단면 형상에 따라 Concentric bore tubing 

hanger와 Multibore tubing hanger로 구분된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Multibore의 일종인 Dual bore tubing hanger를 해석의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Fig.1를 대상으로 하여 열 응력 해석을 위

한 modeling을 수행하였다.  

해석 대상에 작용하는 하중으로는 다음 3가지를 고려하였다.  

1. Production fluid의 압력 

2. Production fluid의 온도 

3. Suspended tubing의 무게 

ISO 10423 : Drilling and Production equipment - Wellhead 

and Christmas tree equipment에서는 서브시 장비들의 

RWP(Rated Working Pressure) 및 온도 조건에 대한 기준이 제

시되어 있다. 이를 이용해 대상 RWP를 10,000psi로, 온도 조건

을 Rating V (2~121°C)로 결정하였다. 또한, ISO 11960 : 

Specification for Casing and Tubing을 참고하여 suspended 

tubing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

한 환경 하중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Working condition of tubing hanger 

압력 온도 Tubing 무게 

69MPa 100°C 84.39ton 

 

Table. 2 sizing of 3-D model 

Length Tubing hanger 

OD 

Production bore 

OD 

Annulus bore 

OD 

34-2/32in 18-3/4in 4-1/2in 2in 

 

Table. 3 Material selection of model 

Material Component 

AISI 4130 (Normalized) Tubing hanger main body 

AISI 1045 (Normalized) Lockdown ring, Adjust ring 

Lock ring actuation sleeve 

 

 

Fig. 2 3-D model of tubing hanger 

 

3.2 열 응력 해석 

 

대상의 열 응력 해석을 위해서 ANSYS를 이용하였다. 관련 

룰을 기반으로 하여 Tubing hanger에 관련된 규격 정보를 찾아

Table.2에 정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Fig.2와 같이 Tubing 

hanger의 삼차원 모델을 생성하였다. 각 구성 요소의 재질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열 응력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물의 열 해석을 수행

하여, 구조물의 온도분포를 계산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른 하



중들(압력, 무게)과 같이 구조해석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구조

물 전체의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먼저 ANSYS를 이용하여 계

산한 열 해석의 결과는 Fig.3 과 Table 4. 에 정리하였다.  

구조해석은 열 해석과 달리 지지조건이 필요하다. 구조해석

을 하기 위해 적용한 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Lockdown ring – 원주 방향 지지  

2. Landing shoulder – 고정단 지지 

3. Tubing hanger 상단 – 원주 방향 지지 

열 해석 결과와 더불어 앞서 정의한 환경 하중(Production 

fluid 압력, suspended tubing 무게)를 고려한 구조해석 결과는 

Table.5와 Fig.4에 정리되었다. 

열 응력 해석을 토대로 하여 최대 응력에 대한 근사식을 추정 

하였다. 이를 위해 CCD(Central Composite Designs)를 사용하

여 Tubing hanger에 걸리는 최대 응력에 대한 Kriging model을 

구할 수 있었다.  

 

Table. 4 Result of thermal analysis 

Maximum Temperature Minimum Temperature 

85.53°C 4°C 

 

 

Fig. 3 Result of thermal analysis 

 

Table. 5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Maximum von Mises stress Minimum von Mises stress 

260.94 MPa 1.1001E-06 MPa 

 

 

Fig. 4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Fig. 5 Kriging model : Suspended weight vs Temperature 

 

3.3 신뢰성 해석  

 

Tubing hanger의 신뢰성 해석 문제의 설계 변수들의 정보는 

다음 Table. 6에 정리하였다. 신뢰성 해석에 사용되는 한계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max
( , , , ) ( , , ) 0

y y
g T p w T p wσ σ σ= − =       (10)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Enhanced HL-RF와 MCS로 계산한 

신뢰성 해석 결과와 각 변수들의 민감도를 각각  Table. 7,8에 

정리하였다.  

 

Table. 6 Information of design variables 

Variables Units Distribution Mean COV(%) 

Temperature °C Normal 100 20 

Pressure MPa Normal 69 20 

Suspended 

weight 

kN Normal 827.87 5 

Yield stress MPa Normal 435 5 



Table. 7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Enhanced HL-RF Monte Carlo Simulation 

β Reliability Sample Reliability 

2.1218 0.9831 100000 0.9820 

 

Table. 8 Sensitivities of design variables 

Temperature Pressure Weight Yield stress 

0.983 -0.093 -3.8E-05 -0.159 

 

 

Fig. 6 Comparison between EHL-RF and MCS 

 

또한 Enhanced HL-RF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 MCS

와의 신뢰성 계산 결과를 COV를 10%에서 30%까지 변경하면

서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Fig.6)  

Table.8에서 본 결과로는 사고확률이 0.018로서 SIL 3 

(10
−3

 ~ 10
−4

)을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ubing hanger main body의 property를 AISI 4130에서 목표 

신뢰도를 만족하도록 변화를 주었을 때 신뢰성 해석 결과는 

Fig.7과 같다. 신뢰성 해석 결과를 통해서 Tubing hanger main 

body의 재질을 AISI 4130에서 AISI4140으로 변경했을 때, 사고

확률이 0.0002로서 SIL3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Fig. 7 Reliability of different material selec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브시 트리의 핵심부품인 Tubing hanger에  

대한 구조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Tubing hanger의 

응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는 온도이며, suspended tubing

의 무게가 신뢰성에 가장 낮은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또한 COV의 변화에 따른 신뢰도의 변화를 볼 때, COV가 

10% 이내일 때에는 SIL3 수준을 충분히 만족하지만 그 보다 

COV가 높은 구간에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재질이나 치수를 변경함으로써 목표 기준을 맞출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질의 변경을 통해 목표 기준을 맞추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후행 연구로는 신뢰성 기반 최적 설계를 

통해 치수 변경을 통한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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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유지 성능 극대화를 위한  

Azimuth Thruster 설계변수 최적화 방법 연구 
최진우, 김세원, 송명재 (대우조선해양) 

 

Study on Optimization Method of Azimuth Thruster Design Variables 

for Improvement of Dynamic Positioning Performance  

Jin-Woo Choi, Se-Won Kim, Myung-Jae Song (D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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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된 설계 변수 값의 결정에 따라 DP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유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Azimuth Thruster의 설계 변수 최적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DP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zimuth Thruster의 개수, 배치, 용량 배분 등을 설계 변수로 하고, 배치의 제약 등을 구속조건으로 하며, 

위치 유지 성능인자의 극대화를 목적함수로 하는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의된 문제의 최적 해를

찾아내었다. 그 결과 기존보다 좀 더 나은 위치유지 성능을 갖는 선박을 설계할 수 있었다. 

 

Keywords: Dynamic Positioning System, Azimuth Thruster, DP Capability, Optimization, D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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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 능력을 

보유한 선박을 DP Vessel이라 정의하는데, Vessel의 전체 Life 

Time 중 절반 이상의 시간 동안 DP운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 시, 위치유지 성능에 큰 비중을 두고 관련 인자 값을 

결정하게 된다.  

 

위치유지 성능 평가 방법은 DP Capability Analysi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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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Azimuth Thruster 관련 설계 인자의 

경우, 초기 기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DP 

Capability Analysis를 통한 DP 성능 검토가 적절하다. Azimuth 

Thruster의 개수, 배치, 용량 배분 등의 변화에 따라 DP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먼저, DP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zimuth Thruster 관련 

설계 인자를 결정하고, 각 설계 인자와 관련된 구속 조건을 

정의할 것이다. 설치 비용, DP 성능, 안전성 등의 인자로 구성된 

성능인자의 최대화를 목적함수로 하는 최적화 문제로 정의하고,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 해를 찾아 낼 것이다.  

 

우선 2장에서 DP Capability Analysis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최적화 문제를 정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정의된 최적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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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박의 운동 및 추력기의 거동 

그리고 환경 외력에 대한 동적 성질을 고려할 수 없고 제어기의 

영향 또한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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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aATWVW

2
                                (1) 

YW = 1/2·CYW(ψ)ρaALWVW

2
                                (2) 

NW = 1/2·CNW(ψ)ρaALWVW

2
L                              (3) 

 

XC = 1/2·CXC(ψ)ρWATCVC

2
                                (4) 

YC = 1/2·CYC(ψ)ρWALCVC

2
                                (5) 

NC = 1/2·CNC(ψ)ρWALCVC

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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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문제의 정의 
 

3.1 대상선 주요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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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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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변수 정의 

 

DP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인자는 많이 있지만, 그 중 

Thruster 관련 설계 인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Thruster 종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Azimuth Thruster에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zimuth Thruster의 개수, 용량, 위치에 따라 DP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Choi(2012)의 연구에 따르면, Azimuth 

Thruster의 개수가 많아지고, 용량이 커지면 DP 성능이 

좋아지는 반면 설치 비용이 크며, Azimuth Thruster가 선체 

중심에서 먼 곳에 설치될수록 모멘트에서 이득이 있으나 

설치의 제약 등과 부딪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Azimuth Thruster 관련 설계 변수를 정의하고, DP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적 값을 결정하고자 한다. 

 

- Azimuth Thruster의 개수 : n 

- 각 Azimuth Thruster의 용량 : Pk 

- 각 Azimuth Thruster의 위치 : (xk, yk) 

 

3.4. 제약 조건 정의 

 

 각 설계변수는 주변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제약 조건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최적 해를 

구하게 되는 경우, 실제 적용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의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약 조건을 정의하였다. 

 

- 1 < n < 9 

- 1.5 MW < Pk < 5.0 MW 

- -85<xk<85, -28<yk<28, (추가로 다른 장비와 겹치는 

지역은 설치 불가 지역으로 지정) 

 

3.5 목적함수 정의 

 

 목적함수는 선박의 운용 목적 또는 선주가 중요시하는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연료 소모 및 초기 

설치 비용의 최소화 및 DP 성능의 극대화 등이 동시에 

목적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 요소에 가중 계수를 둔 

형태로 목적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Maximize J = Q1V + Q2/C + Q3S                             (7) 

 

여기서, V는 운용환경에서의 Maximum Endurable 

Velocity이며, C는 Thruster 설치 비용, S는 Safety Factor를 

의미한다. Qk의 경우 각 항목에 대한 Weighting Factor로 

운용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최적화 문제의 해결 
 

3장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연구되었고 이를 최적화 

알고리즘이라 부른다. 4장에서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한 최적 해의 도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4.1 최적화 알고리즘 

 

최적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은 크게 

Direct-search Optimization Method와 Gradient-Based 

Optimization Method로 나뉜다.  

 
Fig. 9 Concept of direct-search optimization method 

 

 
Fig. 10 Concept of gradient based optimization method 

 

 Direct-search Optimization Method는 존재 가능한 해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추출하여, 목적함수 값을 비교해가며 

최적 해를 찾는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Progressive Quadratic Response Surface Method 

(PQRSM) 

- Evolutionary Algorithm (EA) 

- Micro Genetic Algorithm (MGA) 

 

 Gradient based Optimization Method는 초기값에서 

시작하여, 목적함수의 값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설계변수를 바꿔가며 최적 해에 도달하는 방법을 뜻한다. 

설계변수가 목적함수에 선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4.2 진화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추력기 상호작용 등이 가지는 비선형성에 

유리하며, 수렴성이 좋은 진화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 해를 

구하였다. 진화알고리즘은 생물학적 진화 메커니즘 원리에 

기인한 방법으로 selection, recombination, mutation, 

reproduction의 과정을 세대가 거듭하도록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최적 해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해당 알고리즘의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Fig. 11 Concept of Evolutionary Algorithm 

 

4.3 최적해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해를 구한 결과 기존보다 

4% 큰 값의 목적함수를 가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5. 결 론 
 

Azimuth Thruster 관련 설계 변수 최적화를 통해 

DP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DP 

Capability Analysis를 통해, 각 설계변수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풍속을 계산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설치 비용 및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하였다.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견딜 수 있는 최대 풍속, 

설치 비용의 역수, 안전성에 가중치를 주어 합한 것을 

목적함수로 두고, Azimuth Thruster 관련 인자를 설계변수로 

두어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였다. 정의된 최적화 문제의 해를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기존보다 좀 더 나은 

DP 성능을 갖는 설계 인자 값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Thruster 뿐만 아니라 선형 및 장비 배치 등의 

설계인자 등을 포함한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최적 설계 연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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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PSO, 해상 풍력 발전기 등과 같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은 육상 구조물과는 달리 제한된 면적 내에 많은 장비들이

설치되어야 하고,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작동되어야 하므로 바람, 파도 등 외력에 의한 움직임과 염분 환경 등도

각종 장비 배치 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제약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최적 배치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PSO 등과 같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상부 배치 시 적용 가능한

최적 배치 모델을 연구하였다. 먼저, 최적 배치 모델을 수학적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풀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최적 배치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를 FPSO 상부 및 해상 풍력 발전기의 너셀 내부의 최적

배치 문제에 적용하였다. 

 

Keywords: Layout model(배치 모델), Optimization technique(최적화 기법), Floating offshore structure(부유식 해양 구조물), Genetic 

algorithm(유전 알고리즘) 

 

1. 서 론 

 

대표적 해상 자원인 원유와 천연 가스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해양 구조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FPSO는 심해에서 석유 및 천연 가스의 

생산, 저장, 하역이 가능한 대표적인 해양 구조물로서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Jung, et al., 2006). 

FPSO는 먼 바다에서 생산에서 하역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부(topsides)에 다양한 모듈이 복잡하게 

배치된다. 이때 모듈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치 안의 개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경우를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지만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배치 안을 

효과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최적해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간 배치 문제(FLP; Facility Layout Problem)는 산업 

공학,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Tam(1992), Chan과 Tansri(1994), Conway와 

Venkataramanan(1994), Sulung과 Chan(1996), Kochhar와 

Heragu(1998)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FLP 해결을 위해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FPSO 상부의 모듈 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전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C++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실제 FPSO 문제를 동등 

면적 문제로 이상화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모듈의 최적 배치 문제 

 

2.1 모듈의 배치 문제 

 

본 연구에서의 FPSO 상부 모듈 배치 문제는 각 모듈이 

배치될 최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목적 함수는 각 

모듈간 재화의 유동량과 모듈 전체의 무게 중심과 

중심선(center line)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FPSO 

모듈 배치 시 주어지는 입력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Zone 정보 

- 전체 zone의 수(길이 방향, 폭 방향 zone의 수) 

- 각 zone 번호(ID) 

- 각 zone의 길이 및 폭 

- 각 zone의 중심 좌표 

여기서, zone은 모듈이 배치되는 가상 공간을 

말한다. 

 

(2) 모듈 정보 

- 전체 모듈의 수 

- 각 모듈 번호(ID) 

- 각 모듈의 중량 

- 모듈간 재화(material)의 유동량(flow volume) 정보 

 

(3) 기타 정보 

- FPSO 상부의 크기(길이 및 폭) 

 

2.2 FPSO 모듈 배치 문제의 수학적 정식화 

 

본 연구에서는 FPSO 모듈 배치 문제의 수학적 정식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와 기호를 사용하였다. 

 zone 및 모듈의 총 수 

 번째 모듈과 번째 모듈간 재화의 유동량 

 번째 모듈과 번째 모듈간 거리 

 번째 모듈의 중량 

 번째 모듈의 길이 방향 좌표 

 번째 모듈의 폭 방향 좌표 

 

이제 2.1절에서 서술된 FPSO 모듈 배치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Minimize 

 

; Total flow volume 

 (1)

and 

Minimize 

 
; The center of gravity of total modules in the y direction 

 (2)

 

식 (1), (2)로 표현된 문제는 두 개의 목적 함수 ( , )를 

가지기 때문에 이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multi-objective 

optimization)이다. 

위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전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가중치법(weight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식 (3)과 같이 

다수의 목적 함수 를 결합하여 하나의 목적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Cohon, 1978). 

 

 

   and

 

(3)

 

 

위 식을 식 (1), (2)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Minimize 

,      (4)

 

3.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위 식 (4)의 변환된 단일 

목적 함수는 식 (7)을 통해 적합성 값(fitness value)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 적합성 값으로부터 FPSO 모듈 배치 를 

나타내는 각 해들에 대해 최적해로서의 적합 여부가 

판단된다. 

한편 가중치법은 목적함수의 우선 순위에 따라 대응하는 

가중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설계자는 각 목적 

함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가중치가 변함에 

따라 매번 계산을 다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목적 최적화 



문제의 모든 해를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Srinivas & Deb, 1994).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가중치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에 지배 순위 기반의 적합도 할당 

방법(rank-based fitness assignment method)(이하 순위법) 

(Fonesca & Fleming, 1993)을 적용하여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해결해 보았다.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개체가 파레토 

최적해 집합(pareto optimal set)에 수렴함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가중치법으로 구한 최적해와 비교하였다. 또한 해양 

풍력 발전기의 너셀 내부의 최적 배치 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3. 모듈의 배치를 위한 알고리즘 제안 

 

3.1 모듈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된 메타-휴리스틱 최적화 알고리즘은 

공간 배치, 계획 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진화의 법칙인 

적자 생존(survival of fittest)과 자연 도태(natural selection)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정립된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많은 참조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Goldberg, 1989; Davis, 1991). 유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C++ 언어로 구현되었고, 그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Fig. 

1에 나타나 있듯이, 먼저 모듈 배치에 대한 다수의 해들을 

포함하는 초기해 집합을 생성하고(Fig. 1의 (1) 참조) 이들의 

적합성 값을 계산한다(Fig. 1의 (2) 참조). 적합성 값은 각 

해가 얼마나 최적해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식 

(7)처럼 각 해의 목적 함수 값으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해 집합에 포함되는 각 해에 대해 모듈간 재화의 

유동량의 합 및 모듈 전체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각 해에 대한 목적 함수 값 및 최종적으로는 적합성 값을 

구한다(Fig. 1의 (3) 참조). 초기해 집합으로부터 두 개의 

부모해를 선택한 후(Fig. 1의 (4) 참조) 교배(crossover) 및 

돌연 변이(mutation)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식해를 

생성하고(Fig. 1의 (5), (6) 참조), 이 과정을 반복하면 (Fig. 

1의 (7)) 개선된 해의 집합을 얻을 수 있다 (Fig. 1의 (8) 

참조). 개선된 해의 집합에 대해 다시 적합성 값을 

계산하고(Fig. 1의 (9) 참조), 최적화 종료 조건(예, 최대 

반복 회수 등)이 만족할 때까지 이상의 과정을 반복하면 

주어진 모듈의 배치 문제에 대한 최적해(적합성 값이 가장 

큰 해)를 얻을 수 있다(Fig. 1의(10) 참조). 

 

Fig. 1 Flow diagram of the proposed algorithm for module 

layout on FPSO topsides 

 

3.2 모듈 배치의 표현 방법 

 

모듈의 배치, 즉 각 모듈이 놓여질 위치는 유전 

알고리즘의 인코딩(encoding) 과정에 의해 염색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염색체는 디코딩(decoding) 과정에 의해 

다시 모듈의 배치로 표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모듈의 배치 결과를 포함하는 1차원 배열 형태의 염색체를 

이용하였다. 즉, 염색체 내 유전자의 개수는 배치의 대상이 

될 모듈의 개수와 같다. Fig. 2는 모듈 배치 결과와 이에 

대한 염색체 표현의 예를 나타낸다. Fig 2의 (1)은 FPSO 

상부에 모듈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zone)을 정의하고, 각 

zone에 모듈이 배치된 모습을 나타낸다. Fig 2의 (2)는 이를 

염색체로 표현한 것이다. 즉, n번째 유전자의 값은 n번 

모듈이 배치될 zone의 번호를 나타낸다. 

 

 
Fig. 2 Example of module layout on FPSO topsides and 

corresponding representation of the chromosome 

 

 

 



3.3 모듈간 재화 유동량 계산 

 

현재 공장 배치, 공장 내의 장비 배치, 건물 내의 사무실 

배치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공간 배치 문제에서 facility의 

수, facility간 재화의 유동량 등이 주어졌을 때, facility간 

재화의 운반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한다(Kado, 1995; Liggett, 2000).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번째 모듈과 번째 모듈간 

재화의 유동량( )을 행렬 요소로 하는  정방 행렬 

정보를 입력 받아 식 (1)과 같이 모듈간 재화의 유동량의 

합을 구한다. 또한 식 (1)에 포함되어 있는 두 facility간의 

거리( )를 계산하기 위해 rectilinear distance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두 facility간의 거리가 다음 식과 

같이 두 facility간의 수평·수직 거리의 합으로 계산된다. 

 

 
(5)

 

3.4 모듈의 전체 무게 중심 계산 

 

일반적으로 FPSO의 선체(hull)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현과 우현이 대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상부에 모듈이 

배치됨에 따라 무게 중심이 중심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선체에 횡경사 또는 종경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선체와의 연관성(interface)을 고려했을 때, 모듈의 무게 

중심 위치가 중심에 가까울수록 조선공학적으로 좋은 

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듈의 길이 방향 무게 

중심의 위치는 선체의 무게 중심 위치와 연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선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듈의 길이 방향 무게 중심의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폭 

방향 무게 중심의 위치만 고려하여, 모듈 전체의 무게 

중심의 위치가 중심선에 가까운 배치를 좋은 배치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듈 전체의 폭 방향 무게 중심 위치는 식 

(2)와 같이 간단히 계산하였다. 

 

3.5 모듈 배치를 위한 개선된 유전자 연산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FPSO 모듈 배치를 

위하여 메타-휴리스틱 최적화 알고리즘인 유전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새로운 개체(individual, 

자손; child)를 생성하기 위해 선택(selection), 교차, 그리고 

돌연 변이라는 세 개의 유전자 연산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 배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 이들 

연산을 개선한 후 제안된 알고리즘에 통합하였다. 

 

3.5.1 선택 연산 

 

선택 연산은 새로운 개체 생성에 필요한 다른 유전자 

연산을 위해 모집단(population)으로부터 두 개의 부모 

개체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비례 

선택(proportionate selection, roulette wheel selection) 

방법이 사용된다. 비례 선택 방법에서 각 개체가 부모 

개체로서 선택될 확률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6)

 

여기서, 는 번째 개체의 적합성 값을 나타낸다. 위 

식으로부터 각 개체의 선택 확률은 적합성 값의 함수임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목적함수의 값을 최소화 하는 최적화 

문제의 경우 적합성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례 선택 방법은 적합성 값이 양수 

이어야 하기 때문에 식 (7)의 두 번째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선택 방법에 의해 적합성 값이 높은 개체일수록 

부모로서 선택되어 다음의 유전자 연산에 이용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식 (7)에 따라 각 개체의 적합성 값을 계산할 

때 식 (3)에 나타난 목적 함수가 이용된다. 

 

3.5.2 교배 연산 

 

교배 연산은 선택 연산을 통해 선택된 두 개의 부모 

개체로부터 새로운 자손 개체를 생성하는 과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Partially Mapped Crossover(PMX) (Goldberg & 

Lingle, 1985)가 이용된다. 

보통의 2점 교배 연산(2-point crossover)을 통해 자손 

개체를 생성하는 경우 Fig. 3과 같다. 

 



 
Fig. 3 Example of the ordinary 2-point crossover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통의 2점 교배 연산을 

수행할 경우 자손 세대에 유전자의 중복이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PMX는 염색체가 순열로 

표시되는 경우의 교배 연산에 사용된다. PMX는 우선 보통의 

2점 교배 연산과 같이 두 부모 개체 , 에 임의로 두 

개의 자름선을 정한 다음 에서 자름선 사이에 있는 

유전자를 자손 개체에 그대로 전달한다. 나머지 유전자는 

로부터 복제하되 만일 해당 값이 이미 사용되었으면 같은 

값을 가진 의 위치를 찾아 같은 위치의 로부터 

복제한다. Fig. 3의 부모 개체에 PMX를 적용한 결과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Fig. 4 Example of the modified crossover operation for 

generating the first children 

 

3.5.3 돌연 변이 연산 

 

돌연 변위 연산은 교배 연산을 통해 얻어진 각 자손 

개체에 대해 염색체 내 인자들 중에서 각각 두 개의 인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자손 개체를 

생성하게 된다. 제안된 모듈 배치 계획 알고리즘에 이용된 

돌연 변위 연산이 Fig. 5에 나타나 있다. 

 

 
Fig. 5 Example of the mutation operation applied to the 

first children 

 

4. 제안된 최적 배치 방법의 적용 예 

 

4.1 FPSO 상부 모듈의 최적 배치 예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를 실제 FPSO의 상부 구조를 문제에 맞게 이상화한 

모델에 적용해 보았다. Table 1은 모듈의 종류를 나타내고 

Fig. 6은 모듈이 배치될 zone을 나타낸다. 

 

Table 1 Modules on FPSO topsides to be considered in this 

study 

Module ID Module name Module weight [ton]

1 Electrical BLD’G 910 

2 Power generation 2,270 

3 Water injection 2,240 

4 Utilities area 1,700 

5 Separation Train1 1,810 

6 Separation Train2 2,050 

7 Injection comp. 2,800 

8 I/M metering 960 

9 SDV platform 780 

10 Recompressor 1,590 

11 M/F dep. tower 1,710 

12 Laydown area 105 

 

Fig. 

6 

Zone ID of FPSO topsides in this example(plan view)



 

모집단의 개체 수와 최적화의 종료 조건인 세대 수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한 결과, 

Fig. 9와 같이 모집단 개체들이 파레토 최적해 집합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는 기존의 FPSO 상부 구조 모듈 배치 안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한 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기존의 배치에 의하면 총 

유동량이 463,010이고, 폭 방향 무게 중심의 좌표가 

2.7814m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경우, 총 유동량이 393,050(약 15% 감소)이고, 폭 

방향 무게중심의 좌표가 0.4395m(약 84% 감소)였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results of the 

existing layout and the optimized layout by the 

developed program 

 
Result of the 

existing layout 

Result of the 

developed 

program 

Total flow volume 463,010 
393,050 

(-15.1%) 

The center of gravity 

in the y direction 
2.7814m 

0.4395m 

(-84.2%) 

 

4.1.1 가중치 방법을 활용한 파레토 최적해 

 

FPSO 모듈 배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설계 환경에서 

구해지는 최적해를 평가하기 위해서 목적 함수(식 (3))의 

weighting factor( )를 0부터 1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여러 

차례 반복 수행하였다. Weighting factor 는 모듈간 재화의 

유동량의 합(식 (1)의 F1)과 전체 모듈의 무게 중심(식 (2)의 

F2) 사이의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 

따라서 최적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임의의 에 

대해 충분한 세대를 거쳐 최적해를 구했다면 그 해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에서 파레토 최적해 집합의 원소라고 볼 수 있다 

(Marco,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4장에 소개한 예제에 

대해 앞서 언급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Fig. 7은 이로부터 

얻어진 파레토 최적해 집합을 나타낸다. 

 

Fig. 7 Pareto optimal set obtained from the parametric 

study for the weighting factor 

 

4.1.2 순위법을 활용한 파레토 최적해 

 

앞서 4.1.1에서 제안한 가중치법은 가 한 번 정해지면 

두 목적 함수의 우선 순위가 결정 되어 두 조건이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과 단 하나의 최적해만 얻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절에서는 유전 알고리즘 내에서 유전 

개체를 평가할 때 두 목적함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염색체가 진화하면서 파레토 최적해 집합에 

수렴할 수 있도록 순위법을 고려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은 적합도 값에 따라 개체를 선택한다. 

하지만 다목적 최적화 문제의 경우 다양한 조건이 고려되기 

때문에 염색체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특별한 적합도 값이 

필요하다. 순위법은 파레토 지배 관계에 기초하여 개체의 

적합도 값이 정해진다(식 (8) 참조). 

 

 

(8)

 

여기서, 세대의 이 개의 개체에 의해 지배될 때 식 

(9)처럼 계산한다. 

 

 
(9)

 

Fig. 8은 식 (9)로 계산된 각 개체의 순위( )을 보여준다. 

 



Fig. 8 Multiobjective ranking for the individuals 

 

4.1.1절과 마찬가지로 4.1절에 소개한 예제를 순위법 

기반 유전 알고리즘으로 해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9 Evolution of the individuals in the objective plane

 

Fig. 10 The individuals in the objective plane at the 100
th
 

generation 

 

Fig. 9는 파레토 기반 유전 알고리즘이 10, 20, 50, 

100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해집합이 파레토 프론트에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 10은 Fig. 9의 100세대 

해집합을 Fig. 7과 같은 범위에 나타낸 것이다. Fig. 9의 

파레트 프론트는 Fig. 7과 거의 일치하는데 Fig. 10의 삼각형 

표식으로 나타나는 유전체는 3.6.1절의 가중치법으로 구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파레토 최적해이다. 즉, 

가중치법에서 파레토 최적해를 유도해낼 weighting factor 

가 누락되면 발견할 수 없는 파레토 최적해 집합의 요소도 

순위법을 통한 유전 알고리즘을 충분한 수의 

세대(generations)와 평가(evaluations)를 거쳐 적용하면 

발견할 수 있다. 

 

4.2 해상 풍력 발전기의 너셀 내부의 최적 배치 예 

 

해상 풍력 발전기의 너셀(nacelle) 내부에는 전기, 기계,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부품(이하 모듈)들이 설치된다 (ABS, 

2013).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너셀 

내부의 모듈 배치를 수행하였다. 4.1절의 FPSO 모듈 배치와 

유사하게 너셀 바닥을 모듈이 설치될 몇 개의 zone으로 

나누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듈이 

배치될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 배치 고려 대상이 된 너셀 

내부의 모듈들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Modules of wind turbine nacelle to be considered in 

this study 

Module ID Module name 

1 Hub 

2 Low speed shaft(main shaft) 

3 Main shaft bearing 

4 Gear box 

5 High speed shaft 

6 Mechanical brake 

7 Generator 

 

위 문제는 두 개의 목적 함수 ( , )를 가지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로 정식화 하였다. 

 

Minimize 

 

; Total flow volume 

and 

Minimize 

 
; The nearness among modules 

 (10)



 

은 2.1절의 식 (1)과 같으며 이때 재화의 유동량은 

로터(rotor)로부터 전달되는 출력(power)으로 정의했다. 식 

(10)의 는 번째 모듈이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모듈과의 

인접 정도(nearness)를 나타낸다. Table 3의 main shaft 

bearing이나 mechanical brake와 같은 직접 재화를 

교환하지 않는 모듈은 인접 정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 (11)과 같이 단일 목적 

함수 최적화 문제로 계산할 경우 의 값이 의 값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에 의해 가 지배되어 인접 

정도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 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목적 함수 최적화 

문제로 정식화했다. 

 

 

(11)

 

위의 최적화 문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레토 최적해를 찾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세대의 진화 과정을 거친 후 개체들은 Fig. 11에서 

삼각형으로 표시된 하나의 해로 수렴했다. Fig. 12에 나타나 

있듯이, 이 최적 배치 안은 기존의 너셀 내부의 배치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기존의 너셀 내부의 

배치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의 배치 안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The individuals in the objective plane at the 1
st
 

and 10
th
 generation 

 

Fig. 12 Result of an optimal layout for the inside of 

nacelle of offshore floating turbine(plan view)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FPSO 상부의 모듈 배치를 위해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듈간 재화의 유동량과 

모듈의 폭 방향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FPSO 모듈 배치 

문제를 다목적 최적화 문제로 정식화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메타-휴리스틱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특히, 모듈의 무게중심 좌표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설정하여 선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 및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FPSO의 상부를 이상화한 문제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재화의 유동량과 모듈의 

무게 중심과 중심선과의 거리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정보를 입력하면 본 

프로그램이 FPSO 상부 모듈 배치 업무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PSO 모듈 배치와 관련된 초기의 

연구로서 이상화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우선 고려하였다. 

하지만 실제 해양 구조물의 모듈 배치에서는 모듈의 위치 

제약 조건이나 모듈이 여러 개의 zone에 걸쳐 배치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도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의 개선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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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Topside 모듈에 대한 정량적 구획배치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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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layout design for 
offshore topside modules

  Jae-Hyeok Kim, Sung-Chul Shin, Soo-Young Kim, Byeong-Cheol Park, Yeon-Wook Jung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플랜트 모듈 내부의 장비 배치설계에서 확장하여, Processing deck에서의 각 모듈들의 배치설계 간 주요

구성요소를 기반한 기준을 최소화 시키는 장비들의 최적 배치지점을 탐색해보고, 정량적 평가를 위한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적

용된 주요 구성요소는 접근도, 위험도, 파이프 생산성의 세가지 기준을 설정 및 비용으로 환산하여,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각 모듈과 Living quarter 간의 거리를 반영한 관리비용, 화재 및 폭발 발생시 발생 빈도와 

DNV-phast 6.7을 활용한 사고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장비와 인명에 대한 위험도 비용, 파이프의 거리를 고려한 파이프

생산성 비용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ylinderical FPSO의 Processing deck를 모델로 선정하여 원형 Deck의 형상을 고

려하고, 공간적인 제한조건을 설정하여 상기의 기준들을 반영시켜 모듈들의 최적 배치지점의 도출 및 평가하였다.

Keywords :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Cylinderical FPSO(원통형 FPSO), Layout design(배치설계), DNV-phast 6.7,

          Fire & Explosion risk(화재폭발 위험도)

1. 서 론

1.1 연구배경

대부분의 플랜트 설비의 배치설계는 생산성의 증대와 작업환

경의 개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심해 석유자원

의 개발을 위한 부유식 해양 구조물에 대한 상부 구획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해

양플랜트의 경우 육상과는 달리 제한된 면적의 선체 갑판과 다양

한 구조물들을 배치되어야 하므로 많은 제한조건이 요구되며 특

히 경제성과 생산성 뿐만 아니라, 위험도까지를 동시에 고려한 

배치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PSO의 

Processing 갑판상 제한된 공간에 대한 모듈들의 배치설계시 주

어진 장비 및 모듈의 정보, 구입 및 설치비용, 근로자의 근무정보 

등을 활용하여 대표적 시나리오 산정 및 공정모사, 화재/폭발 사

고시의 사고강도의 정량적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결정된 

정보들을 MILP(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수학적 모델

로 설정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한 함수값을 최소로 하는 장비

의 위치를 도출하였다. 

1.2 관련 연구현황

Wang (2013)은 전통적 FPSO의 하부선체인 Vessel-shape가 

아닌 Cylinderical-shape FPSO의 선체 형상을 파악하고 선체 건

조 간 원형 블럭의 분할 기법, 리프팅 기법, 수중 회전 기법 등의 

기초적 이론을 실적 호선의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제안하였다.

Lamport (2008)은 Cylinderical-shape FPSO의 형상적 특성, 

Vessel-shape에 대비한 각 기능별 이점, Topside부의 배치 특성 

등 형상에 따른 개념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Yu (2010)는 해양플랜트 Topside 가스폭발에 대한 위험도 평

가 기법의 합리성을 기존의 위험도 평가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제

시하고, 가스 확산 및 폭발에 대한 환경변수와 요인들과 관련한 

샘플자료를 확률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신뢰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통형 FPSO의 Processing 갑판에 대한 특성 

파악, 화재 및 폭발 간 사건발생 요인들의 확률적 분석과 라틴 

방격법을 통한 시나리오 선정 후 사고발생시의 장비 및 인명에 

관한 영향을 배치설계에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모듈과 Living 

quarter간의 거리에 따른 관리비용까지를 반영하여 상기 세가지 

비용의 합을 목적함수로 구성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연구절차 및 모델 선정

2.1 연구절차

모듈구획 배치지점의 최적화 절차는 아래 Fig. 1와 같이 3가

지 구성요소를 기반한 기준을 최소화시키는 배치지점을 찾는 것

으로 문제로 정의하였고, 전체 비용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Fig. 1 The work flow for optimal design

2.2 모델의 선정

최근 건조되고 있는 새로운 선체인 원통형 (Cylinderical) 

FPSO의 갑판 상에 탑재되는 여러 공정 모듈들의 배치는 기존의 

Ship-shape와 비교하여, Flare와 주요 위험 모듈, Living quarter 

간의 충분한 이격거리 산정에 있어 심한 제한을 받게 되며, 각 

모듈의 직선화 또한 어려워 배치설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통형 FPSO는 Fig. 1과 같이

Blast wall을 기준으로 Processing deck과 Utility deck으로 나뉘

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각 Deck에 따라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비교적 큰 공정의 모듈들은 Processing deck에 배치된다. 본 연

구에서는 Processing deck에 배치되는 모듈들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대상 모듈들의 Dimension 및 정보는 Table 1과 같다. 

Fig. 2 Layout of the cylinderical FPSO Topside

 

Module  

number

(i)

Module



(m)




(m)

Cost of 

installaion 

($)

Num.

of 

equip

ments

1 Separation 40 20 2,051,200 6

2
No.1 Gas 

compression
30 20 1,397,000 6

3
No.2 Gas 

compression
40 20 3,064,400 12

4 Desalination 20 15 1,069,100 5

5
Water 

treatment
15 15 911,000 3

6 Blast wall 0.5 - - -

Table 1 Data of modules in processing deck

이러한 다섯 부분의 공정모듈은 주어진 운전조건에 따라 원유

의 정제공정을 수행하게 되며, 최초 투입되는 샘플 원유의 질량 

분율은 Table 2의 정보를 지정하였다. 또한 processing flow의 

경우, Fig. 3과 같이 첫 단계인 Separation module에서 분리된 

gas, oil, water는 각각의 모듈로 이송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1번에서 2번을 거쳐 3번까지의 흐름과 1번에서 4번의 흐

름, 그리고 1번에서 5번의 흐름으로 총 3가지의 흐름으로 나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파이프의 연결관계를 구성하였고, 각각의 모

듈에서의 물질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및 폭발 발생시의 영향을 산

정하였다.



Fig. 4 Processing flow of modules

Component Mass fraction 

Methane 0.03

Ethane 0.03

Propane 0.02

n-butane 0.02

n-pentane 0.10

n-hexane 0.06

n-heptane 0.16

n-octane 0.12

Water 0.42

Carbon dioxide 0.02

Sulfur dioxide 0.02

Table 2 Mass fraction of sample crude oil

Fig. 3 Processing flow of modules

3. 설계조건 설정

3.1 가정 사항

본 연구에서는 각 모듈들은 주어진 크기를 갖는 직사각

형 모양, 또 한 모듈 간 연결점은 각 모듈의 중심점 간 직

각연결로 가정하였으며, Fig. 4와 같이 전체 갑판 지름은 

114m, 갑판의 끝단부 2m의 폭으로 인원 이동을 위한 통

로, 그리고 Processing deck 및 Utility deck에 Deck crane

이 각각 1기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가정하였다.

3.2 위치제한 조건 설정

Patsiatzis and Papageorgiou (2002)는 MILP의 수학적 최적

화 모델을 이용하여 장비의 방향, 겹침방지 제약 등을 수학적 모

델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 및 변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장비 방향제약

                                (1)

                                         (2)



 : 장비 의 길이



 : 장비 의 폭



 : 방향관련 이진변수

(2) 겹침 방지 제약

  ≥


 
   (For =1,2,...,4 ,=2,3,...,5)     (4)

   ≥


  
   (For =1,2,...,4 ,=2,3,...,5)     (5)

  ≥



  (For =1,2,...,4 ,=2,3,...,5)     (6)

   ≥


 
  (For =1,2,...,4 ,=2,3,...,5)     (7)

(3) 모듈과 원형 갑판 사이제약




  



  




≤  ≤  








  

                         (For  ≥ )                    (8)




   



 



≤  ≤  









                     (For  ≤ )                   (9)




≤  ≤ 




                                (10)



Fig. 5 Probability of wind direction in the Nothern sea

Fig. 6 Radiation vs distance for jet fire from separation module

3.3 파이프 생산성 비용

파이프 생산성 기준의 경우, 연결 관계가 있는 모듈 간 파이프 

길이로 인한 비용계수로 계산하였으며 식(11),식(12),식(13)은 이

에 대한 함수를 나타낸다. (Patsiatzis and Papageorgiou, 2002)

                                      (11)

                                       (12)

                     (13)

(x축)

 : 장비 가 장비 의 우측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 장비 가 장비 의 좌측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y축)

 : 장비 가 장비 의 위쪽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 장비 가 장비 의 아래쪽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z축)

 : 장비 가 장비 의 위쪽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 장비 가 장비 의 아래쪽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14)

 : 파이프 설치비용 계수

 : 수평펌프 비용 계수

3.4 위험도 비용

(1) 시나리오 산정

본 연구에서의 화재 및 폭발 시나리오의 경우, 사건발생의 주

요 요인인 풍속, 누출속도, 누출시간, 파공크기, 점화형태의 다섯

가지 요인들의 사전 발생빈도 샘플을 확률밀도 함수로 예측 후 

각각의 요인의 랜덤변수를 생성시켰으며, 이를 라틴방격법에 의

해 조합하여 Table 3과 같이 60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Scenario

Wind 

speed

(m/s)

Leak 

rate

(kg/s)

Leak 

time

(s)

Hole 

diamete

(mm)

Ignition 

delay

(s)

1 23.71 140.88 1.22 10.05 172.29

2 11.44 8.68 14.24 30.73 56.78

3 10.37 84.64 140.44 5.18 12.92

...

34 5.30 10.00 15.39 32.32 66.72

35 7.01 42.28 58.91 258.75 6.82

36 12.12 71.58 113.29 4.24 11.47

...

59 13.50 20.51 29.22 60.09 1.94

60 15.34 35.98 51.86 129.14 5.61

Table 3 Mass fraction of sample crude oil

이러한 60개의 시나리오 중 화재 및 폭발에 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5번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화재 및 폭발 영향을 

산정하였다.

(2) 화재 위험도 산정 (Jet fire)

화재 영향의 경우, 거리에 따른 복사열을 계산하여 인접장비에

의 도미노 효과를 반영하였다. 또 한 화재 방향의 기준이 되는 풍

향의 경우, 북해지역의 데이터를 0°~360° 각도를 8분하여 반영

하였다.

아래 Fig. 6는 DNV-phast 6.7을 이용하여 계산된 시나리오 

35번의 화재발생시의 거리에 따른 복사열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모듈 에서 화재 발생시 인접모듈 내부의 압력용기에 

대한 손상 가능성  프로빗 값을 이용하여 확률로 계산하였

다. 아래의 식 (15)는  화재 위험도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 ×                (15)



Fig. 7 Overpressure vs distance for explosion

여기서 는 모듈의 수명, 는 모듈 의 화재발생 빈도, 

는 모듈 의 Installation cost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는 30년, 는 × 
로 가정하였다.

(3) 폭발 위험도 산정

본 연구에서의 폭발 위험도 또한 Fig. 7와 같이 거리에 따른 

과압을 계산하여 폭발발생 모듈과 Living quarter와의 거리에 따

른 인명관련 위험도를 산정하였다.

   

식(16)은 폭발 위험도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exp×× ×          (16)

여기서 는 30년, 은 × 
로 가정 하였으며,  

는 식(17)과 같이 거리에 따른 폭발과압에 대한 구조물 

손상 프로빗 함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ln 
                      (17)

  : Overpressure (N/m
2
) , 1 bar = 10

5
 N /m

2

이러한 프로빗수는 아래 식(18)의 식을 이용하여 백분율화 하

였다. 

  × 
  

  



  
     (18)

3.5 관리도 비용

관리도 비용의 경우, 각 모듈의 위치에 따른 Living quarter로 

부터의 거리와 각 모듈을 이루고 있는 장비들의 결함율 평균에 

기반한 인당 M/H를 통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

적요소의 직무별 정보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Responsibility Number of Persons

Management 1

Loss management 2

Production 7

Marine 7

Maintenance 15

Services 18

Total 50

Table 4 Number of persons as reponsibility of FPSO

이에 따라 공정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50명, 또 한 1일 3

교대 운용으로 총 150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근무인원 50명 중 Production 직무와 Maintenance 직무, 

Services 직무의 일부인원인 20명은 일일 근무시간 중의 절반을 

Processing deck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외 30

명은 일일 전체 근로시간 8시간 중 0.5시간을 Processing deck 

근무, 나머지 100명은 L/Q내부에서 근무 외 시간 중으로 가정하

였다. 따라서 Processing deck에서의 전체 근무시수는 일일 95 

M/H로 계산되었다. 모듈 Maintenance상의 이동거리는 Living 

quarter로부터 기 가정된 Passage way상의 호의 길이와 호와 x

축 또는 y축을 기준으로 한 모듈 위치와의 최단 거리의 합으로 

정하였다. Fig. 8은 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모듈 와 L/Q와

의 이동시간인 는 사람의 보행속도인 4km/h로 계산하였다. 

Fig. 8 Example of distance from L/Q to Module

식(19)는 관리도 비용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 ×            (19)

여기서 는 30년, 는 모듈 의 결함율, 는 

Processing deck에 투입되는 연간 Man-year 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393,125로 산정되었다.



4. 고찰 및 결론

4.1 고찰

상기의 3가지 기준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의 목적함수는

식(20)과 같이 정의된다.

    
exp      (20)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하여 제한

조건 내에서 목적함수 비용을 최소화 하는 모듈들의 위치를 도출

하였고, 그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9 Optimized layout in this study

4.2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기존의 Ship-shape FPSO에 대비한 원통형 FPSO의 

   상갑판 상의 형상에 맞는 배치설계 제한조건들을

   설정 후 주어진 기준들을 반영시키고 수학적 

   모델을 정식화하여 갑판상의 모듈들의 배치설계 

   최적안을 도출하였다.

2) 목적함수 설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리비용, 

  파이프 비용, 위험도 비용의 기준들을 광범위화 하고

  확률적 시나리오 설정 등 입력하는 정보들을 

  다양화하여 배치설계에 적용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인적요소 반영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확

보하고 추가 고려하여 인적 관리도 및 인적 위험도 요소를 반영

하여 연구를 개선시킬 예정이다. 

Fig. 10 Graph of minimizing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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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영향을 고려한 해양플랜트 Topside 공정장비의 배치 

최적화에 대한 연구

김재혁(부산대학교), 신성철(부산대학교), 김수영(부산대학교)

A study on layout optimization of offshore topside 
equipments considering the fire risk

 Jae-Hyeok Kim, Sung-Chul Shin, Soo-Young Kim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플랜트 Topside 공정모듈 내 장비들에 대한 주요 배치 특성의 정량화를 통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절차

와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장비 배치의 경우, 최소의 비용 또는 자원을 사용하여 모든 구성요소들의 기능을

최대로 함과 동시에 공간적인 제한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사고발생시 사고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PSO Production module내 장비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환경조건과 장비의 

운전조건, 원유성분 등에 따른 파이프 생산성, 피해예측 프로그램인 DNV-Phast 6.7을 활용한 화재 위험비용을 최소화하는 장비

의 최적 배치지점을 도출하였다. 

Keywords :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Production module(분리기 모듈), Layout design(배치설계), Fire risk(화재 위험도)

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육지의 석유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해양 석유자원의 적극

적 활용을 위하여 부유식 해양 구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해양플랜

트의 경우 육상과는 달리 제한된 면적의 선체 갑판과 다양한 구

조물들을 배치되어야 하므로 많은 제한조건이 요구되며 특히 경

제성과 위험도를 동시에 고려한 배치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석

유 및 가스의 채굴과 처리 등 자원 생산에 관한 모든 과정을 수

반하는 해양플랜트 공정은 탄화수소 혼합물들과 기타 인화성 물

질들을 취급해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불가피 하며 뜻밖의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고로 인명, 재산 그리고 환경에 대한 천문

학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2010년에 발생한 

Deepwater Horizon사고의 경우, 28명의 사상자와 300억 달러의 

손실, 그리고 한반도 면적을 훨씬 넘는 기름띠가 형성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Curry, 2010).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대한 

장비의 배치설계시 대표적 시나리오와 공정모사, 원유의 성분, 기

기별 운전조건, 사고시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고, 이러한 

제한조건 내에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치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 Production module내 장비들을 모

델로 하여 변수와 제한조건 등을 설정하고 화재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비용, 파이프 생산성 비용을 최소화 하는 기준으로 목적함수

를 정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결정된 모델을 MLP(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으로 계산하여 함수값을 최소로 하는 장비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였다. 

1.2 관련 연구현황

Shin (2002)은 기 제시되어 있는 잠수함 기관실 내 초기 배치 

대안들에 대하여 장비 간 편리도, 장비 배치공간의 크기, 파이프 

생산성이라는 평가 항목들에 의해 장비 배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함수를 설정하였고, 설계자의 경험, 지식 및 판단 

등과 같이 서술적 언어로 되어있는 평가 기준을 Fuzzy 이론을 통

해 정량화하여 수식화 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된 알고리즘으로 2

차원 및 3차원 장비 배치안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요구 조건

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배치를 도출하였다.

Ahn (2011)은 FPSO Topside의 화재 안전성을 기반한 Layout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정성적인 Layout 배치의 방법론을 제시하였

다. Antagonisms matrix를 통하여 모듈 및 시스템별 정성적인 위

험도를 도출하고 각각의 Layout case 사례들을 산정하여 사례별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장단점 및 방화벽과 모듈 구조물 간의 배치체계를 검토하였다.

Park (2011)은 해양플랜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위험도

를 시뮬레이션과 모형실험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해 정량적

인 수치로 화재 하중 특성을 계산하고 해양플랜트 수치 시뮬레이

션 기법을 확립하였으며 제트화재 실험과 CFD결과를 비교 및 검

증을 통하여 향후 위험도 평가 및 구조 설계 값을 산정하는 기초

적 절차를 확립하였다.

Cozzani (2006)은 공정장비의 사고발생시 사고영향에 의한 

도미노효과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산정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사고영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한 후, 화재 및 폭발영향 평가시 사용되는 프로빗 함수

의 상수들을 개정 및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장비들의 화재발생시 피해예측 프로그

램인 DNV-Phast 6.7을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복사열량을 측정

하였으며 이를 프로빗 함수를 통하여 인접장비의 손상확률을 계

산하고 위험도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위험도 비용과 장비 

간 파이프 길이, 굴곡부 개수 등을 반영한 파이프 생산성 비용의 

합을 목적함수로 구성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2.1 연구절차

장비 배치의 최적화 절차는 아래 Fig. 1과 같이 본 연구에서의 

2가지 구성요소를 기반한 기준을 최소화하는 장비들의 최적 배

치지점을 찾는 것을 문제로 정의하였고, 연구모델의 선정, 제한

조건 및 Data base설정을 통한 비용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Fig. 1 The work flow for optimal design

2.2 모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FPSO의 핵심시설 중의 하나이고, 화재폭발 위

험이 높은 Separator module내 장비들에 대한 배치설계를 수행

하였다. Separator module은 Production header로부터 주입되는 

원유(Crude oil)를 고압 및 상압 분리기 등으로 구성된 장비들을 

단계별로 거쳐 안정화된 오일(Stabilized oil), 가스, 물 등으로 분

리하는 기능을 한다. 모델 Separator Module은 Well로부터 들어

오는 오일을 각 Train별로 재분배하는 매니폴드 역할의 

Production Header와 3상 고압분리기의 일종인 1st separator, 

Test Separator의 주요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Separator는 주로 

원유로부터 가스와 물을 분리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어진 

시간 이내에 비중 차에 의하여 물이 분리되며 압력을 감소시켜 

용기의 상부로 흘려보내 액화 가스의 방출을 촉진시킨다. 

Control room의 경우 인원이 상주하여 각 기기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공정 간 Crude oil의 흐름 간 점도를 낮추어 효

율을 높이기 위한 Inlet crude heater, Inlet test heater 또 한 배

치되어 있다. Separator module을 거친 물질들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2nd Separator, 가스처리 모듈, 하수처리 모듈로 이송되게 

된다. 장비는 각각의 공정별 연결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배치설계에 주요한 변수가 된다. 주어진 장비들의 개략적인 

크기는 아래 Table 1과 같으며 장비들의 운전조건은 Table 2, 본 

연구의 관심 대상 모듈 및 장비는 Fig.2과 같다.

Unit  

number(i)
Equipment ai (m) bi (m) hi (m)

1
Inlet crude 

heater
4.5 16 4.5

2
Inlet test 

heater
3.5 13 3.5

3
1st 

separator
5.2 18.1 5.2

4
Test 

separator
4.5 15.5 4.5

5
Control 

room
6 12 3

6 Valve 1 1 1 1

7 Valve 2 1 1 1

Table 1 Demensions of equipment in separator module

Sepa-

rator

System

Capacity

(BLPD)
T (°C) P(bar)

Test 

separator
47780

80 30
1st 

separator
111500

Table 2 Specification of equipment in separator module



Fig. 2 Multi-deck module and facilities in an FPSO topside

2.2 공정모사

본 연구에서는 탄화수소 혼합물의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의 

물질특성을 고려한 각 장비들 간의 화재 영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래 Table 3의 샘플 원유의 질량 분율(Mass fraction)을 Feed값

으로 지정하였다. 

Component Mass fraction 

Methane 0.03

Ethane 0.03

Propane 0.02

n-butane 0.02

n-pentane 0.10

n-hexane 0.06

n-heptane 0.16

n-octane 0.12

Water 0.42

Carbon dioxide 0.02

Sulfur dioxide 0.02

Table 3 Mass fraction of sample crude oil

상기 Table 4의 정보를 반영한 Processing flow는 Fig. 3와 같

으며, 이 중 1번, 6번, 3번으로 구성되는 흐름과 2번, 7번, 4번으

로 구성되는 2가지의 흐름으로 정의된다. 이를 통하여 파이프의 

연결관계별 파이프 생산성 비용과, 화재발생시의 장비별 물질특성

를 고려하여 위험도 비용을 계산하였다.

Fig. 3 Processing flow of separator module

3. 제한조건 및 기준별 비용 설정

3.1 장비의 위치선정 및 갑판 제한

각각의 장비는 동일 또는 다른 갑판 상에서 주어진 파이프 생

산성 비용, 화재 위험도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지점에 배

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Patsiatzis and Papageorgiou (2002)이 제

안한 MILP의 수학적 최적화 모델을 아래 식과 같이 활용하여 배

치설계에 적용하였으며, 모든 장비는 직사각형, 장비 간 파이프 

연결은 장비의 중심점 간 직각연결로 가정하였다.

 

(1) 장비 방향 제약

장비의 길이와 폭은 이진변수 에 따라 아래 식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1)

                                        (2)

여기서, 는 장비 의 길이, 는 장비 의 폭, 는 장비의 

방향관련 이진변수, 그리고 와 는 장비 치수를 의미한다.

(2) 갑판 관련 제약

각 장비는 오직 하나의 갑판에만 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 진다.




       (For =1,2,...,7 ,k=1,2,3)             (3)



여기서, 는 장비 와 번째 갑판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진

변수를 의미한다.

(3) 겹침 방지 제약

장비 와 장비 가 같은 갑판에 배치되어 있을 시, 장비 겹침

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


 
   (For =1,2,...,6 ,=2,3,...,7)     (4)

   ≥


  
   (For =1,2,...,6 ,=2,3,...,7)     (5)

  ≥



  (For =1,2,...,6 ,=2,3,...,7)     (6)

   ≥


 
  (For =1,2,...,6 ,=2,3,...,7)     (7)

3.2 파이프 생산성 비용

장비 배치 영역 내에서 파이프 경로는 본 연구에서 2가지의 

경로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파이프의 시작점과 끝점은 각 장

비의 중심점으로 가정하였다. 연결 관계가 있는 장비 간 파이프 

생산성 비용은 파이프 길이와 최소 파이프 굴곡부 개수로 인한 

비용계수로 산정하였다. 식(8),(9),(10)는 장비 간 파이프 길이에 

대한 함수를 나타낸다.

                                        (8)

                                        (9)

    


                       (10)

 








         (11)

(x축)

 : 장비 가 장비 의 우측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 장비 가 장비 의 좌측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y축)

 : 장비 가 장비 의 위쪽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 장비 가 장비 의 아래쪽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z축)

 : 장비 가 장비 의 위쪽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 장비 가 장비 의 아래쪽에 있을 때의 장비 중심점 간 거리

최소 파이프 굴곡부 개수는 Fig. 4와 같이 관련된 장비들의 직

각 연결 간 최단 경로로 가정하였을 때, 두 장비를 연결하는 x축 

및 y축 경로에 대한 기타 장비의 간섭정도에 따른 굴곡부 개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파이프 생산성 비용의 전체적 비용은 아래 

식 (11)과 같다.

     

    

       (12)

Fig. 4 Examples of pipe bending as blocked cases

3.3 화재 위험도 비용

화재 위험도 비용의 경우 장비의 수명, 각 장비별 화재 발생 

빈도, 화재 시 인접장비에의 손상 가능성, 각 장비 가격의 곱으로 

산정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장비수명의 경우 30년으로 가정하

였고 식(13)은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 ×  (13)

(1) 각 장비별 화재 발생 빈도 산정 ()

본 연구에서의 화재 발생 빈도는 과거 해양플랜트의 사고 건

수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Fig. 5와 Fig. 6과같이 Jet fire의 ETA 

(사상나무분석)를 작성하여 장비별, 누출지점의 파공크기에 따른 

확률을 계산하였다. Table 4는 각 장비별 초기 누출 빈도를 나타

내고 있다.

Fig. 5 Diagram of ETA in this study

 

Facilities Leak frequency

Pressure vessel (horizontal) 2.6 x 10
-3

Heat exchangers (shell) 6.0 x 10
-3

Valve 6.2 x 10
-4

Table 4 Leak frequency of facilities



Fig. 6 ETA from leak to hole diameters

(2) 화재발생시 인접장비에의 손상 가능성 ()

인접장비에의 손상 가능성의 경우, Table 4의 성분을 가진 원

유의 정제공정 간 각 장비에서의 화재 발생시 거리에 따른 Jet 

fire 복사열량을 Phast 6.7로 계산 하였으며 Fig.7은 1st 

Separator의 화재발생시 거리에 따른 복사열량을 나타내고 있다.
 

Fig. 7 Radiation vs Distance for Jet fire of 1st Separator

또 한, 인접장비가 화재 복사열에 의한 결함발생을 일으킬 때까

지의 시간 (time to failure)을 기준으로 한 프로빗 함수를 이용하

여 손상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Cozzani (2006)는 Jet fire의 영향

을 받는 압력용기 및 기타 장비들의 프로빗 상수들을 제시하였으

며, 이에 따른 프로빗 값은 백분율로 나타내어 인접장비의 손상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Fig. 7은 Table 5은 영향을 받는 장비의 

타입별 프로빗 함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로빗값을 이용하여 손

상확률을 계산하였다.

Target equip. Probit model

Atmospheric
 ln
ln  ln×



Pressurized
 ln

ln  ln 

Table 5 Damage probability models by equipment types,
Q is the amount of heat radiation (kW/m

2
), V is the vessel

volume (m
3
) (Cozzani et al., 2006)

Jet fire의 발생시의 풍향은 0° ~ 360°의 범위로 고려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Fig. 8의 서아프리카 해양의 풍향 데이터를 이용하

였다.

Fig. 8 Probability of wind direction in the ocean of West Africa

따라서 8등분 된 각각의 풍향에 따라 Failed equipment에서 Jet 

fiire 발생시 인접한 Target equipment의 각 영역별 제한조건을 설

정하였다. 예를 들어 Fig. 9와 같이 풍향빈도가 가장 높은 

315°~360°의 경우 아래 식(14),(15),(16)를 모두 만족한다면 인접

장비는 화재영향 각도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

 



≥                                         (14)

 



  ≤   




                      (15)

 



≤                                         (16)

Fig. 9 Example constraint considering with wind direction 

(315°~360°) 

3.4 목적함수

목적함수는 식(17)과 같이 식(12)의 파이프 생산성 비용과 식

(13)의 화재 위험도 비용를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최소화하

는 각 장비의 위치를 도출하였다.

                                (17) 



Fig. 10 Optimized layout in this study

4. 고찰 및 결론

4.1 고찰

본 연구에서는 Patsiatzis and Papageorgiou (2002)이 제안한 

MILP의 수학적 최적화 모델을 활용하여 변수 및 제한조건을 설

정하였고, 파이프 설치비용 계수인 는 50천원/m, 수평펌프 

비용 계수인 는 100천원/m, 수직펌프 비용 계수인 는 

300천원, 굴곡 파이프 설치비용 계수 의 경우 100천원/개로 

가정하여, 파이프 생산성과 화재 위험도 비용을 계산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에 의한 목적함수 값을 최소로 하는 

각 장비들의 배치 위치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10과 같다.

4.2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FPSO Topside separator module내의 주요

   장비인 1st, Test separator 등의 공정모사를 통한 

   물질 성분특성의 파악과 이를 활용한 일정조건  

   하에서의 장비별 화재사고 발생시 사고 원점에서 

   부터 인접장비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배치설계에 

   반영하였다.

2) 파이프 생산성의 경우 파이프 길이, 수평, 수직, 

   굴곡부 개수를 설계변수로 반영하여 다층 배치설계에 

   있어서 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모델의 정식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향후 화재를 비롯한 폭발 및 인적피해 요소, 인적 

편리도 등 설계 변수를 다양화하고 사고시 Conse- 

quence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며, 파이프 생산성의 경우, 

비용계수 등의 현실화를 위한 Data등을 확보하여 연구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Topside 모듈 및 

장비들의 배치설계의 필수적 요소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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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PSO, 해상 풍력 발전기 등과 같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은 생산을 위한 물량 추정과 생산 공법 결정 등에

필수적인 정보이며, 나아가 해당 구조물의 생산 비용 및 생산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와 같이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존 설계 및 생산 자료 또는 설계자의 경험에 의해 개략적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방법을 기반으로 부유식 해양 구조물 상부의 중량 추정 모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 실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상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중량 추정 모델의 효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를 FPSO 상부 및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추정 과정에 적용하였다. 

Keywords: Weight estimating model(중량 추정 모델), Offshore structure(해양 구조물), Correlation analysis(상관 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다중 회귀 분석), Statistical method(통계적 방법),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세계 에너지 수요가 상승하고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 구조물 사업은 블루 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해양 구조물 사업이 조선 사업과는 달리 제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안전 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고 

자원개발과 연계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현재 부유식 오일·가스 

생산 설비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고정식 

구조물과 더불어 심해 채굴이 가능한 부유식 해양 구조물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다(Kang et al., 2012). 

Fig. 1의 2013년 IMA(International Maritime 

Association)(2013)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와 오일의 수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따라 매년 

124대에서 190대의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주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Fig. 1 Orders for production floaters to grow over the next 

five years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편, 해양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중량 정보는 생산을 

위한 물량 추정과 생산 공법 결정 등에 필수적인 정보이며, 

나아가 해당 구조물의 생산 비용 및 생산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정확한 중량의 추정이 가능하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중량을 통제할 수 있고, 또한 안정적으로 

생산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Fig. 2 참조). 

 

 
Fig. 2 Weight engineering process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63%를 

차지하는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의 경우, FEED 단계에서 정확한 중량 

추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추정된 중량과 후속 설계 단계나 

생산 단계에서의 상부(topsides) 중량이 과도한 차이를 

보이게 변하면, 선체의 전반적인 설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체의 설계를 

변경하고 검증하여 FEED와 비교해야 하며, 그로 인해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이 뒤따르게 된다(Hwang et al., 2009). 

한편, 중량의 추정과 관리 기술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조선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업 비밀로 분류되고 있어 중량 관리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공개되지 않은 실정이다. 

 

1.2 관련 연구 현황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관련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olding(2001)은 지금까지 건조된 많은 FPSO의 중량 

보고서를 분석하여, FPSO 상부의 평균 부피 계수(Bulk 

Factor, [kg/m
3
])를 도출하였다. 부피 계수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PSO 상부를 구성하는 모듈들을 물 

주입(water injection), 전력 생성(power generation), 

분리(separation), 가스 압축(gas compression)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 뒤, 각 모듈을 다시 전기, 기기-통신, 기계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Cho(2011)는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Table 1 Bulk factor for topsides modules 

  Arch Elec HVAC  Inst  Loss  Mech  Pipe Struc Total 

Water injection  a1 b1 c1  d1  e1  f1  g1 h1  i1  

Power generation a2 b2 c2  d2  e2  f2  g2 h2  i2  

Separation  a3 b3 c3  d3  e3  f3  g3 h3  i3  

Gas compression a4 b4 c4  d4  e4  f4  g4 h4  i4  

Flare knockout  a5 b5 c5  d5  e5  f5  g5 h5  i5  

Pipe rack  a6 b6 c6  d6  e6  f6  g6 h6  i6  

Chemical injection a7 b7 c7  d7  e7  f7  g7 h7  i7  

Utilities  a8 b8 c8  d8  e8  f8  g8 h8  i8  

Gas treatment  a9 b9 c9  d9  e9  f9  g9 h9  i9  

Glycol regeneration a10 b10 c10  d10  e10  f10  g10 h10 i10 

Local equipment  a11 b11 c11  d11  e11  f11  g11 h11 i11 

Process  a12 b12 c12  d12  e12  f12  g12 h12 i12 

 

한편,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추정식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ung et. al(2010)은 기차용 콘크리트 궤도에서 레일 

두부 표면의 요철량, 운행 속도, 레일 휨 응력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고,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표면 요철, 운행 

속도에 따른 레일의 휨 응력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Lee et. 

al(2009)은 전단 강도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의 토질 

물성치를 이용하여 토층의 정수를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전단 강도 산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상용 통계 처리 

프로그램인 SPSS의 상관 분석을 통해 토질 시험 결과 중, 

강도 정수에 유효한 토질 인자(간극비 및 건조 단위 중량, 

소성지수)를 선별한 후 선별된 인자들과의 관계를 선형 

회귀 분석으로 공식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관련 연구 현황 조사로부터 통계적 방법을 

기반으로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구하여 FEED 

단계에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해상 풍력 발전기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도 활용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조사하고 

상관 분석을 수행하여 상관도가 높은 변수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변수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하여 중량 추정 모델, 즉 중량 추정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중량 추정 모델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적선 

중량과 추정 중량을 비교하여, 오차를 분석하였다. 

 

2. 중량 추정 방법의 분류 

현재까지 공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량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Cimino et al., 2007). 

 

2.1 파라미터 방법(parametrics)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파라미터(예. 길이, 폭, 깊이 등의 

주요 치수)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파라미터 

방법은 다수의 자료로부터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파라미터와 중량간의 관계를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음에 설명할 추론적 방법에서도 부분적으로 



활용된다. 

 

2.2 추론적 방법(ratiocination method) 

추론적 방법은 중량 추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동일한 조선 공학적인 원리에 의해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이 설계 및 건조되기 때문에 유사 실적선으로부터 

새로운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중량이 추정 가능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실적선의 중량에 

적절한 축척 비율을 곱해주면 새로운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축척 

비율은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길이, 폭, 엔진 마력 등과 

같은 각종 파라미터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만드는 과정에 앞서 소개한 파라미터 방법이 

활용된다. 

 

2.3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 

통계적 방법은 다수의 유사선으로부터 통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다수의 

유사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추론적인 방법에 의해 

명확한 중량 추정 모델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4 체적 밀도법(volumetric density method) 

체적 밀도법은 중량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밀도 계수를 

구하고, 적용 대상의 부피에 앞서 구한 밀도 계수를 

곱함으로써 중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2.5 기준선 방법(baseline method) 

기존에 건조된 유사선 또는 시리즈선의 경우 앞서 

건조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결과를 기준선으로 하여 

새로운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중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2.6 중앙부 외삽법(midship extrapolation method) 

선수부, 중앙부, 선미부를 나타내는 횡단면도로부터 

횡단면적을 구하고, 각 부분의 길이를 추정한 뒤 위 두 

값으로부터 각 부분의 중량을 추정(면적×길이)하여 전체의 

중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2.7 갑판 면적 분수법(deck area fraction method)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요소 중량은 

이들이 차지하는 갑판 면적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중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즉, 각 부분이 차지하는 갑판 

면적에 적절한 중량 계수를 곱하여 요소 중량을 합하여 

전체 중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2.8 종합 프로그램(synthesis program)을 이용한 

방법 

이 방법은 요구 조건을 기초로 하고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특성 등을 반영, 비교적 정확한 중량을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중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요구 조건과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중량 추정 

모델 개발 

3.1 개요 

본 연구에서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중량 추정 모델의 

개발 과정은 Fig. 3과 같다. 

먼저, 자료 수집을 통해 중량 추정 모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독립 변수를 선정한다. 이후, 추정 대상인 

종속 변수(예, FPSO 상부 중량)에 각 독립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상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중량 추정 모델에 포함될 독립 변수를 1차적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나서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중량 추정 

모델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독립 변수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그 변수들을 활용한 중량 추정식, 즉 중량 추정 

모델을 생성한다. 

 
Fig. 3 Development process of the weight estimation model 

using the statistical method 

 

3.2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에 얼마나 밀접한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이다. 이 방법에서 

상관 계수는 두 변수간의 연관된 강도를 나타낸다. 즉, 상관 

계수가 클수록 두 변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관 계수는 변수가 어떤 특정한 분포(정규 분포, t-분포 

등)를 따르는가 아닌가에 따라 모수적 상관 계수인 

Pearson 방법과 비모수적 상관 계수인 Spearman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가 어떤 특정 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Pearson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 계수를 

계산하였다. 식 (1)은 Pearson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 

계수를 구하는 수식을 나타낸다(Bluman, 2004). 



2 2 2 2

  Coefficient(r)

        
( ) ( )

i i i i

i i i i

Pearson Correlation

n X Y X Y

n X X n Y Y

−

=

− −

∑ ∑ ∑

∑ ∑ ∑ ∑

 (1) 

 

여기서, r은 Pearson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관 계수, X는 

독립 변수, Y는 종속 변수, n은 표본의 개수이다.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두 변수의 연관 정도를 해석할 때, 

연관 강도는 절대값으로 표현되는 수치를 보면 되고, 연관 

방향(비례 또는 반비례)은 수치의 부호(+, -)를 보면 된다. 

비례 또는 정적의 관계(+)는 한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변수도 함께 증가함을 뜻하고, 반비례 또는 부적의 

관계(-)는 이와는 반대로 한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상관 계수에 

의한 두 변수의 연관 강도는 Table 2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Kang, 2011).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ccording to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bsolute value of Pearson cor

relation coefficient 
Relationship 

1.0~0.7 Strong 

0.69~0.4 Moderate 

0.39~0.2 Weak 

0.19~0.0 No  

 

한편, 상관 계수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유의 확률(p-value)이라고 한다. 유의 

확률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작을수록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식 (2)에 따라 계산하였다. 

1 1 3
ln

2 1 2

r n
p value erfc

r

⎛ ⎞+ −⎛ ⎞
− = ⎜ ⎟⎜ ⎟⎜ ⎟−⎝ ⎠⎝ ⎠

 (2) 

여기서, erfc는 오차 함수(error function)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 분석을 통해 상관 계수 0.5 이상, 

유의 확률 0.15 이하의 값을 가지는 독립 변수들을 중량 

추정 모델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들로 1차 선정하였다. 

 

3.3 다중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하나의 변수(독립 변수)를 이용하여 다른 

변수(종속 변수)의 값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중 회귀 

분석이란 독립 변수의 수가 여러 개인 회귀 분석을 말한다. 

즉, 다중 회귀 분석은 k개의 독립 변수가 있을 때, 식 (3)과 

같은 다중 회귀 모델의 유의성(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0 1 1 2 2
...

k k
Y X X Xβ β β β ε= + + + + +

  (3) 

여기서, X1, X2, …는 독립 변수, Y는 종속 변수, β0,  β1, 

…, βk는 회귀 계수로서 미지의 상수이며, ε는 오차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N(0,σ
2
) 분포에서 추출한 독립 변수로 

가정하였다(Walpole et al., 2008). 

이제 회귀 분석의 전체 과정은 회귀 계수의 추정 단계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회귀식(식 (3)의 다중 회귀 모델)의 

검정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회귀 계수를 추정하였다. 다중 회귀 모델의 

행렬식을 정리하면 식 (4)~(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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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항의 제곱합 Q는 식 (9)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이때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 계수 추정은 식 (10)~(12)와 

같이 제곱합 Q를 각 β에 대해 편미분하고 이를 0으로 하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 각각의 β를 구하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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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계수가 결정되었으므로 식 (3)과 같은 다중 회귀 

모델, 즉 회귀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제 이 모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된 결정 

계수(adjusted R square)와 F-검정에 의해 회귀식에 대한 



회귀성(회귀식이 얼마나 정확하게 종속 변수를 

나타내는지를 의미함)을 검정하였으며, 또한 앞서 구한 

회귀 계수는 t-검정에 의해 검정하였다. 

여기서, 결정 계수(R square)란 회귀식이 얼마나 

정확하게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가에 대한 값이다. 

그러나 이 계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력에 상관없이 그 

개수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유도의 변화를 

반영한 조정된 결정 계수를 활용하였다. 식 (13)~(14)는 

조정된 결정 계수를 구하는 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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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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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 Ȳ, Y’는 각각 종속 변수, 종속 변수의 평균, 

추정식에 의한 추정값이다. 그리고 k는 독립 변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3.4 중량 추정 모델 생성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상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중량 

추정 모델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Fig. 4는 개발한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Fig. 

4에 나타나 있듯이, 본 프로그램은 입력 모듈(중량 추정 

모델 생성을 위한 데이터 입력), 상관 분석 모듈(Pearson 

방법에 의한 상관 분석 수행), 다중 회귀 분석 모듈(다중 

회귀 분석 수행), 출력 모듈(중량 추정 모델 생성)로 

이루어져 있다. 

 
Fig. 4 Configuration for generating the weight estimation 

model 

 

입력 모듈(Fig. 4의 1)은 실적 자료로부터 중량 추정 

모델의 생성을 위한 각종 자료, 즉 중량(종속 변수)과 여러 

독립 변수를 입력한다. 여기서 자료의 입력은 조사된 

자료를 숫자로 배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렇게 

배열된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각 변수들이 갖는 

의미를 상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과정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관 분석 모듈(Fig. 4의 2)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간의 상관 계수와 유의 확률을 계산하여, 중량 추정 

모델에 포함될 독립 변수를 선정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중 회귀 분석 모듈(Fig. 4의 3)은 1차적으로 선정된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간에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중량 추정 모델(회귀식)을 도출한다. 회귀식에 유의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독립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남은 독립 

변수들로부터 회귀식을 생성하고, 회귀 계수를 통한 

회귀식의 검정 과정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회귀 계수의 

유의 확률(Sig.)과 조정된 결정 계수(Adjusted R
2
), 회귀식의 

유의 확률(Sig. of F)를 고려하여 최종 중량 추정 모델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출력 모듈(Fig. 4의 4)은 다중 회귀 분석 

모듈로부터 생성된 중량 추정 모델을 출력하고 가시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FPSO 상부의 중량 추정 모델 개발 

예 

4.1 자료 수집 및 변수 선정 

아무리 많은 실적선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중량의 분류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면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적선 자료 수집 전 Fig. 5와 같은 분류 방법을 

기준으로 삼았다. 

 
Fig. 5 Breakdown structure of weight groups of FPSO 

이후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실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조선소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보다 

정도 높은 모델 개발에 필요하나 보안 등의 이유로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또는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 

Table 3와 같이 총 11척의 FPSO 실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들 중 10척의 자료(A~J)는 중량 추정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서 활용하였고, 1척의 자료(K)는 개발된 중량 

추정 모델의 검증에 활용하였다. 

Table 3 Principal particulars of 11 FPSO data used for 

developing the weight estimation model in this study 



FPSO 
L 

[m] 

B 

[m] 

D 

[m] 

T 

[m] 

H_LWT 

[ton] 

DWT 

[ton] 

S_C 

[MMbbl]

O_P 

[MMbopd] 

G_P 

[MMscf/d] 

W_P 

[MMbwpd]

Crew

 

T_LWT

[ton]

A 310 61 31 23 70500 303669 2.0 0.19 530 0.42 220 37000

B 310 61 32 24 75750 353200 2.0 0.16 500 0.42 180 27700

C 285 63 32 24 56300 340660 2.2 0.25 400 0.42 100 24400

D 285 63 32 25 56300 340660 2.2 0.25 400 0.42 100 24400

E 310 58 32 23 56000 360000 1.8 0.22 380 0.40 120 24000

F 325 61 32 25 82000 346089 1.9 0.20 150 0.38 240 37000

G 305 61 32 24 63490 350000 1.8 0.16 650 0.38 240 36300

H 320 58 32 24 68410 337859 2.2 0.25 450 0.45 130 34000

I 300 60 32 23 52500 416000 2.0 0.24 440 0.41 160 30000

J 269 51 29 19 40600 129193 0.9 0.09 670 0.02 100 16100

K 300 60 31 23 48000 350000 1.8 0.20 440 0.39 135 25000

Table 4는 FPSO 상부 중량(“T_LWT”라는 이름의 종속 

변수로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hull)와 

상부(topsides)의 독립 변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Table 4 Independent variables for estimating the topsides 

weight of FPSO 

 Independent variables 

Principal dimensions L, B, D, T, H_LWT, DWT 

Capacity S_C, O_P, G_P, W_P 

Crew numbers Crew 

 

여기서, L, B, D, T는 각각 해양 구조물 선체의 길이, 폭, 

깊이, 흘수를 나타내고, H_LWT는 선체 중량, DWT는 재화 

중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S_C, O_P, G_P, W_P는 각각 

해양 구조물의 저장 용량, 오일 생산량, 가스 생산량, 물 

주입량을 나타낸다. 끝으로 Crew는 해양 구조물의 작업 

인원을 나타낸다. 

 

4.2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는 Pearson 방법으로 상관도를 

검토하였으며, 상관 계수가 0.5 이상이면 변수 사이에 어느 

정도 선형 관계가 있고, 0.7 이상이면 변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소개한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PSO 상부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의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상관 계수가 높은 상위 

7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Table 5는 상관 분석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topsides weight (7 variables were partially represented) 

L H_LWT DWT S_C T_LWT

L 

Pearson 

Correlation 
1.00 0.85 0.59 0.46 0.81 

p-value 

(2-tailed) 
- 0.00 0.08 0.18 0.00 

n 10.00 10.00 10.00 10.00 10.00

T 

Pearson 

Correlation 
0.68 0.75 0.83 0.87 0.67 

p-value 

(2-tailed) 
0.03 0.01 0.00 0.00 0.03 

n 10.00 10.00 10.00 10.00 10.00

H_LWT 

Pearson 

Correlation 
0.85 1.00 0.44 0.52 0.78 

p-value 

(2-tailed) 
0.00  0.20 0.13 0.01 

n 10.00 10.00 10.00 10.00 10.00

DWT 

Pearson 

Correlation
0.59 0.44 1.00 0.83 0.53 

p-value 

(2-tailed) 
0.08 0.20  0.00 0.12 

n 10.00 10.00 10.00 10.00 10.00

S_C 

Pearson 

Correlation
0.46 0.52 0.83 1.00 0.51 

p-value 

(2-tailed) 
0.18 0.13 0.00  0.14 

n 10.00 10.00 10.00 10.00 10.00

W_P 

Pearson 

Correlation
0.64 0.58 0.90 0.95 0.60 

p-value 

(2-tailed) 
0.05 0.08 0.00 0.00 0.07 

n 10.00 10.00 10.00 10.00 10.00

CREW

Pearson 

Correlation
0.65 0.71 0.28 0.11 0.84 

p-value 

(2-tailed) 
0.04 0.02 0.43 0.76 0.00 

n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3에서 Pearson Correlation, p-value, N은 각각 

상관 계수, 유의 확률, 데이터의 수를 나타낸다. 

 

4.3 다중 회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상관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상관 계수 

0.5 이상 유의 확률 0.15 이하인 7개의 변수(LBP, T, 

H_LWT, DWT, S_C, W_P, CREW)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식은 조정된 결정 계수와 F-검정에 

의해 회귀성을 검정하였으며, 회귀 계수는 t-검정에 의해 

검정하였고 그 결과 95% 신뢰 구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수 선택은 회귀식에 유의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독립 

변수의 값을 하나씩 제거하고 남은 독립 변수를 통해 

모형을 재추정하는 후진 제거 방법(backward method)을 

이용하였다(Seo et al., 2009). 

Table 6은 FPSO 상부 중량(T_LWT)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stimating topsides 

weight of FPSO 

Model β Std. Error t Sig. Adjusted R
2 Sig.

of F

1

(Const.) -117,898.4 13,669.3 -8.63 0.01 0.991 0.007

L 425.9 39.6 10.76 0.01   

T 860.6 476.5 1.81 0.21   

H_LWT -0.6 0.1 -8.54 0.01   

DWT -60.6 9.4 -6.46 0.02   

S_C 26,427.1 2,846.6 9.28 0.01   

W_P -39,236.7 9,772.8 -4.02 0.06   

CREW 118.7 6.8 17.4 0.00     

2

(Const.) -101,879.1 13,775.7 -7.40 0.01 0.985 0.002

L 409.4 51 8.03 0.00   

H_LWT -0.5 0.1 -6.90 0.01   

DWT -51.9 10.7 -4.87 0.02   

S_C 27,575.1 3,674.9 7.50 0.01   

W_P -39,666.0 12,939.4 -3.07 0.05   

CREW 117.7 9 13.07 0.00     

3 (Const.) -70654.9 16328.0 -4.33 0.01 0.953 0.002



L 316.3 72.0 4.38 0.01   

H_LWT -0.4 0.0 -3.57 0.02   

DWT -63.5 18.0 -3.62 0.02   

S_C 18131.5 3527.0 5.14 0.01   

CREW 116.5 16.0 7.36 0.00     

 

Table 6에서 β, Std. Error, t, Sig., Adjusted R
2
, Sig. of 

F는 각각 회귀계수, 표준오차, t 통계량, 유의확률, 조정된 

결정계수, 유의한 F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 계수의 유의 확률과 조정된 결정 

계수, 회귀식의 유의 확률(Sig. of F)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Model 2”(해양 구조물 상부 중량 T_LWT를 LBP, H_LWT, 

DWT, S_C, W_P, CREW로 표현한 모델)를 중량 추정 

모델로 확정하였다. 

 

4.4 중량 추정 모델 개발 

앞서, 초기 변수 선정과 상관 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7개의 독립 변수를 선정하였고, 이후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FPSO 상부 중량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식을 

개발하였다.  

Table 6의 회귀 분석 결과와 식 (3)을 활용하여 FPSO 

상부의 중량 추정 모델을 표현하면 식 (15)와 같다. 

 

(15) 

 

 

 

4.5 중량 추정 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개발된 중량 추정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정 모델을 이용한 추정 중량과 실적선 

중량의 차이에 대한 오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7 Error analysis for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weight 

estimation model using 10 FPSO data 

FPSO 

Data 

Actual 

weight(A) 

Estimated 

weight (B) 

Ratio 

(A/B) 

A 37,000 37,808 0.98 

B 27,700 27,833 1.00 

C 24,400 24,272 1.01 

D  24,400 24,272 1.01 

E 24,000 24,119 1.00 

F 37,000 36,968 1.00 

G 36,300 35,315 1.03 

H 34,000 33,555 1.01 

I 30,000 30,545 0.98 

J 16,100 16,117 1.00 

Avg. 29,090 29080 1.0003 

Table 7에 나타나 있듯이, 오차의 평균은 1.0003, 

COV(Coefficient Of Variation)는 0.0143이다. 즉, 실적선 

중량과 추정 중량 사이의 오차가 1.4%라는 것을 나타낸다. 

Fig. 6은 실적선 중량과 추정 중량의 차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Fig. 6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and estimated 

weights of FPSO topsides 

 

그리고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활용한 FPSO 

자료 외에 별도의 실적선 자료를 앞서 개발된 추정식의 

유효성 검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Error analysis for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weight 

estimation model using additional FPSO data 

FPSO 

Actual 

Weight (A) 

[ton] 

Estimated 

weight (B) 

[ton] 

Ratio 

(A/B) 

K 25,000 28,831 0.86 

 

본 연구에서는 FPSO의 실적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과 각종 문헌을 참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조선소의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향후 조선소의 협조를 통해 

다수의 실적선 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5.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추정 모델 

개발 예 

 

본 연구에서는 앞서 FPSO의 상부 중량 추정 외에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추정 과정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중량 

추정 모델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1 자료 수집 및 변수 선정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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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수의 해상 풍력 발전기에 대한 상세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인터넷 또는 각종 문헌을 

통해 확보하기에 한계가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공개된 

5MW급 참조 모델(reference model)(Jonkman et al., 

2009)을 기본으로 하여 변환을 거쳐 43개의 유사 모델을 

생성한 후, 중량 추정 모델 개발에 활용하였다. Table 9은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OWT_T”라는 이름의 종속 

변수로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서 43개의 해상 풍력 발전기 데이터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Table 9 Independent variables for estimating total weight of 

offshore wind turbine 

Independent variables 

T_H, H_D ,R_D ,N_W 

 

여기서, T_H(tower height)는 타워 높이, H_D(hub 

diameter)는 허브 직경, R_D(rotor diameter)는 로터 직경, 

N_W(nacelle weight)는 너셀 중량을 나타낸다. 

 

5.2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추정 모델 

개발을 위해 1차적으로 선정된 4개의 변수들에 대해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total weight of offshore wind turbine 

    T_H H_D R_D N_M OWT_T

T_H 

Pearson 

Correlation 
1.00 0.50 0.50 0.45 0.87

p-value 

(2-tailed) 
- 0.15 0.15 0.20 0.00

n 43.00 43.00 43.00 43.00 43.00

H_D 

Pearson 

Correlation 
0.50 1.00 0.50 0.45 0.63

p-value 
(2-tailed) 

0.15 - 0.15 0.20 0.05

n 43.00 43.00 43.00 43.00 43.00

R_D 

Pearson 

Correlation 
0.50 0.50 1.00 0.91 0.82

p-value 
(2-tailed) 

0.15 0.15 - 0.00 0.00

n 43.00 43.00 43.00 43.00 43.00

N_W 

Pearson 

Correlation 
0.45 0.45 0.91 1.00 0.82

p-value 
(2-tailed) 

0.20 0.20 0.00 - 0.00

n 43.00 43.00 43.00 43.00 43.00

 

5.3 다중 회귀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추정 모델 

개발을 위해 상관 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4개의 변수들에 

대해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stimating total 

weight of offshore wind turbine 

Model β Std. Error t Sig. Adjusted R
2 Sig. 

of F

1

(Const.) -799,578.2 10,005.3 -79.9 0.00 0.9996 0.00

T_H 13,436.5 84.8 158.5 0.00   

H_D 18,978.8 730.0 26.0 0.00   

R_D 1,246.1 105.4 11.8 0.00   

N_W 1.0 0.0 62.1 0.00   

 

5.4 중량 추정 모델 개발 

다중 회귀 분석 결과로부터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추정을 위한 모델은 식 (1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6) 

 

 

5.5 중량 추정 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중량 추정 모델에 의한 추정 

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에 대한 오차 분석을 통해 

추정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제 중량과 

추정중량의 비의 평균은 1.000, COV는 0.0009이다. 즉, 

실제 중량과 추정 중량 사이의 오차가 0.09%라는 것을 

나타낸다. 

 
Fig. 7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and estimated 

weights of offshore wind turbine 

 

본 연구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기 의 실적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과 각종 문헌을 참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향후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다수의 실적선 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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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모델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중량 추정 방법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활용도가 

비교적 높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통계적 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실적선 자료 

확보를 통해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조사하였고, 

이들에 대해 상관 분석을 수행하여 중량 추정 모델에 

포함될 변수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끝으로 개발된 

중량 추정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정 모델을 

이용한 추정 중량과 실적선 중량의 차이에 대한 오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모델 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해양 구조물의 주요 특성을 반영하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중량(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도출이 중요하다. 

(2) 보다 정교한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의 기반이 되는 실적선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고 중량 

관리 표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해양 구조물에 대한 보다 많은 실적선 확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본 연구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그 성능을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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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부유식 해양 구조물(예, FPSO, 해상 풍력 발전기 등)의 초기 설계 시 중량을 추정하고 관리하는

기술은 해당 구조물의 가격 및 기본 성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근사 모델 추정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전적 프로그래밍(GP: Genetic Programming) 방법을 이용하여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모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부유식 해양 구조물 관련 실적 중량 자료를 문헌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중량 추정 모델 개발을 위한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연구하고 구현하였다. 끝으로, 개발된 중량 추정 모델의 효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를 FPSO 상부 및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추정 과정에 적용하였다. 

Keywords: Weight estimation model(중량 추정 모델), Genetic programming(유전적 프로그래밍) Symbolic regression(기호 회귀), Offshore 

structure(해양 구조물)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인 고유가로 인해 심해 자원에 대한 경제성이 

높아지고 산업의 팽창으로 인해 석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 산업이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기존 심해에서의 석유 시추 및 가공과 같은 해양 화석 연료 

분야에만 주를 이루는 해양 산업에서 점차 망간,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과 같은 해양 광물 자원 분야,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해양 생물 자원 분야, 그리고 조력과 

파력 등 다양한 해양 에너지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Fig. 1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해양 구조물의 시장 규모가 2010년 

1,400억 달러에서 2030년 5,000억 달러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양 구조물 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WWEA, 2010). 

 
Fig. 1 Forcast of worlld offshore plant market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해양 구조물의 설계 방법은 기존의 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정 설계하는 유사 설계 방법과 기존 유사 데이터가 없는 

경우 단계적인 반복 설계 과정을 거쳐 점차 개선된 결과를 

얻어내는 신규 설계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어떠한 

방법에서도 중량 추정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량은 건조 비용, 생산 일정 계획, 구조 강도, 복원성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해당 

구조물의 생산 비용 및 완료 기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모든 설계 요소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중량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많은 경우, 실제 중량은 상세 설계 및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추정한 중량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중량 증가는 초기 중량 추정 단계에서 중량 

마진이라는 항목으로 고려하게 된다. 

초기 설계 단계의 적절한 중량 마진은 설계 및 건조 과정을 

거치며 나타나는 설계 상의 변경 사항이나 장비 변경 등에 

적절히 대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중량 

마진이나 잘못된 중량 추정은 건조 비용과 운용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자칫 인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신뢰도가 높게 중량을 추정하고 후속 

단계에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Cho, 2011). 

 

1.2 관련 연구 현황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과 관련된 연구 현황으로서, 중량 

추정 방법 자체에 대한 연구와 유전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조선 및 해양 분야의 중량 추정 관련 연구에 관해 

살펴보면, 선박의 중량 추정의 경우 많은 학자들로 인해 

재화중량계수, 주요치수 등으로 추정하는 식이 선종 별로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Kim (1966)은 3,000마력 이하의 

중소형선에 대하여 중량/마력 비와 마력/축 비를 이용하여 

중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Cho (2011)는 

통계적 방법으로 컨테이너선의 중량 추정 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연구로는 Bolding(2001)의 

경우 FPSO의 각 모듈 별 중량에 대하여 Bulk Factor(부피에 

대한 중량 비, 즉 밀도에 대응)를 생성하여 FPSO의 중량을 

추정하였다.  

1950년대부터 Nils(1954)를 필두로 유전적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유전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Koza(1990)는 

유전적 알고리즘의 유전자형을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고, 이것이 유전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었다.  

국내에서는 Yeon (1998)이 가중 선형 연상 기억을 유전적 

프로그래밍에 접목하여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Yeon과 Lee(2001)는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한 응답면의 모델링을 분석하였다. 또한 Lee와 

Yeon (2004)은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하여 노이즈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살물선의 재화 중량 추정 과정에 적용하였다. 이후 Lee 

등(2009)은 유전적 프로그래밍에 SOM(Self Organizing 

Map)을 접목시켜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후 

영향력이 낮은 독립 변수들을 제거함으로써 추정 방법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상과 같은 관련 연구 현황 조사로부터 유추해 보건대,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한 해양 구조물의 초기 설계 

시 중량 추정 방법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FPSO와 

해상 풍력 발전기와 같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초기 중량 

추정 과정에 활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적 

자료로부터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선정하였고, 

이 독립 변수들을 터미널 함수로 구성한 뒤, 최종적으로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추정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FPSO와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데이터를 적용, 이를 추정 중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2.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 

 

2.1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의 개요 

 

진화 연산 또는 진화 알고리즘은 적자 생존과 같은 자연 

생태계의 진화 현상과 유전학에 근거한 계산 모델이다. 

해(solution)를 나타내는 개체(individual)들로 

개체군(population)을 형성한 후 그 개체군에 대하여 각 

개체의 적합도(fitness)에 따라 선택(selection), 

교배(crossover), 돌연 변이(mutation), 재생산(reproduction) 

등의 유전 연산자(genetic operator)를 적용하여 다음 세대의 

개체군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우수한 

해들로 진화시키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Table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전적 프로그래밍(GP: Genetic Programming)과 

유전 알고리즘(GA: Genetic Algorithm)은 매우 유사한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의 표현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유전 

알고리즘은 주로 고정된 길이의 이진 스트링(binary 

string)으로 해를 표현하는데 비하여 유전적 프로그래밍은 



가변 길이의 구조를 갖고 함수 집합(function)과 터미널 

집합(terminal)으로 구성된 트리(tree) 구조를 

진화시킨다(Koza, 1992). 

 

Table 1 Difference between GP and GA 

 

 
Fig. 2 Flowchart of genetic programming 

 

2.2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의 수행 과정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유전적 프로그래밍은 Koza(1990)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최적해를 찾기 위해 진화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유전적 

프로그래밍의 수행 순서를 간략히 요약하면 Fig. 2와 같다. 

먼저 문제 영역에 적합한 함수 집합과 터미널 집합을 선정한 

후 트리 구조 형식의 임의의 초기 개체군을 생성한다. 이후 

종료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개체군에 대해 제 계산을 

수행하며 주어진 적합도를 각 개체마다 평가한 후, 종료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시 개체군은 선택, 교배, 돌연 변이, 

재생산 등의 유전 연산자에 의해 새로운 개체군을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끝으로 적합도가 가장 높은 개체군을 

최적해로서 선택한다.  

 

3.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기반으로 

한 중량 추정 모델 생성 프로그램 개발 

 

3.1 프로그램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기반

으로 한 중량 추정 모델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

램은 최종 중량 추정 모델에 포함될, 사용자가 선정한 독립 변수

들을 터미널 집합으로 생성하고, 최종 중량 추정 모델의 형태를 

결정할,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 집합을 생성한다. 이후 생성된 터

미널 집합과 함수 집합을 기본으로 하여,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

법에 의해 적합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최적의 중량 추정 모델을 

생성한다. 이 과정은 유전자 연산을 통해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개선된 개체군을 반복적으로 생성함으로써 수행이 가능하

다. 끝으로, 도출된 최적의 중량 추정 모델을 수식화한다. 본 프

로그램은 C++ 언어와 상용 프로그램인 Matlab의 일부 내장 함

수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Fig. 3 Configuration of the program for generating the 

weight estimation model 

 

3.2 입력 모듈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력 받는 일련의 단계가 

 Genetic algorithms
 

Genetic programming

Expression 

Binary string of 0 and 1 Function 

String Tree 

Fixed length Length variable 

Main operator Crossover Crossover 

Structure 

 



필요하다. 먼저 추정 모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 자료와 검증 자료로 차례로 

입력하고 이를 터미널 집합으로 정의한다. 이 후 각 독립 

변수 집합에 대한 함수 값(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에 해당)을 지정하다. 그리고 나서 추정 

모델에서 사용할 함수 집합을 선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 -, 

⨯, ÷와 같은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sin, cos, tan, log, √, 

exp와 같은 함수도 선언하여 중량 추정 모델 생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3.3 유전적 프로그래밍 모듈 

 

3.3.1 적합도 함수의 정의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터미널 집합과 함수 집합을 

이용하여 최적의 중량 추정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중량 

추정 모델이 원하는 값을 얼마나 잘 추정하는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에서는 

적합도(fitness) 함수라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간법(interpolation)의 정확도를 판단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적합도 

함수로서 사용하였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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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유전 연산자의 정의 

 

유전적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세대를 거듭하면서 

적합도를 만족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유전 

연산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유전 연산자(선택, 교배, 돌연 변이, 

재생산)를 이용하였다. 

먼저 선택(selection) 연산의 경우,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두 개의 부모 개체를 모집단으로부터 선택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존재한다. 

(1) 적합도 비례 선택(fitness proportionate selection): 

각 개체의 적합도에 비례한 확률로 선택하는 방법 

(2) 기대치 선택법(expected-value selection): 적합도에 

대한 개체의 확률적 재생 개체수를 구하여 선택하는 

방법 

(3) 순위 선택법(ranking selection): 적합도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매겨 선택하는 방법 

(4) 토너먼트 선택법(tournament selection): 일정 

개수의 임의의 개체를 선정하여 그 중 적합도가 

가장 높은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 

(5) 엘리트 보존 방식(elitist preserving selection): 일정 

확률에 따라 가장 좋은 해를 보존하여 다음 세대로 

남기는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토너먼트 선택법을 사용하였으며 

토너먼트의 크기는 4로 정의하여 매 선택 시 4개의 임의의 

부모 개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5%의 확률로 엘리트 

보존 방식을 선정하여 우수한 해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교배(crossover) 연산을 

나타내며, 선택 연산을 통해 주어진 두 개의 부모 개체를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에서 이용되는 교배 연산의 경우, 두 부모 

개체간 임의의 노드 이하의 트리에 대해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우수한 트리 부분을 찾게 된다. 

 
Fig. 4 Example of the crossover operation of genetic 

programming 

 

돌연 변이(mutation) 연산과 재생산(reproduction) 연산의 

경우, 교배 연산과 달리 단일 부모 개체로부터 연산이 

진행된다. 돌연 변이 연산의 경우, Fig. 5와 같이 두 가지 

경우의 연산이 가능하다. 먼저,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함수 

노드는 함수 노드로, 터미널 노드는 터미널 노드로 변이가 

일어나는 방식과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임의의 하부 트리 

구조가 모두 다른 트리 구조로 변이가 가능하다. 재생산 

연산은 앞서 설명한 선택에서 엘리트 보존 방식과 동일하게 



선택된 부모 개체를 동일하게 보존한다. 

 

 
Fig. 5 Example of the mutation operation of genetic 

programming 

 

3.3.3 종료 조건의 정의 

 

종료 조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전 알고리즘과 유사한 

것을 활용한다. 사용자가 지정한 세대수가 지나면 종료되는 

조건과, 추정 함수와 실제 함수간의 적합도가 일정 이하가 

될 때까지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많이 

통용되고 있는 전자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3.4 출력 모듈 

 

마지막으로 출력 모듈에서는 유전적 프로그래밍 

모듈로부터 생성된 중량 추정 모델을 수식화한다. 또한 

세대수의 변화에 따라 추정 모델의 적합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도식화한다. 또한 중량 추정 모델로부터 

추정된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유사성을 가지는지 역시 

가시화한다. 

 

4. FPSO 상부의 중량 추정 모델 개발 

예 

 

본 연구에서는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하여 FPSO 

상부의 중량 추정 모델과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아래에서 그 결과를 소개하였다.  

FPSO는 크게 선체(hull)와 상부(topsides)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특히 상부의 설계에 있어서 중량은 제작해야 하는 

장비와 조달되어야 하는 재료의 양을 측정하는 기초가 되며, 

제한된 공간인 상부에 많은 장비들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중량 조절(weight control) 역시 중요하다. 

 

4.1 FPSO 상부의 중량 추정을 위한 독립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기에 앞서 실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선소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보다 정도 높은 모델 개발에 필요하나 보안 등의 이유로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또는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해 Table 2와 같이 총 11척의 FPSO 실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들 중 10척의 자료는 중량 추정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학습 자료로서 활용하였고, 1척의 자료는 개발된 

중량 추정 모델의 검증을 위한 검증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FPSO 상부 구조물의 중량은 길이, 폭, 깊이 등과 같은 

주요치수와 원유생산량, 가스생산량 등과 같은 성능, 그리고 

승무원 수와 같은 인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Table 3와 

같은 독립 변수를 터미널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L, B, D, T는 

각각 해양 구조물 선체의 길이, 폭, 깊이, 흘수를 나타내고, 

H_LWT는 선체 중량, DWT는 재화 중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S_C, O_P, G_P, W_P는 각각 해양 구조물의 저장 용량, 오일 

생산량, 가스 생산량, 물 주입량을 나타낸다. 끝으로 Crew는 

해양 구조물의 작업 인원을 나타낸다 

 

Table 2 Principal particulars of 11 FPSOs used in this study 

FPSO
L

[m]

B

[m]

D

[m]

T

[m]

H_LWT

[ton]

DWT

[ton]

S_C 

[MMbbl] 

O_P 

[MMbopd] 

G_P 

[MMscf/d] 

W_P 

[MMbwpd]

Crew

 

T_LWT

[ton]

A 310 61 31 23 70500 303669 2.0 0.19 530 0.42 220 37000

B 310 61 32 24 75750 353200 2.0 0.16 500 0.42 180 27700

C 285 63 32 24 56300 340660 2.2 0.25 400 0.42 100 24400

D 285 63 32 25 56300 340660 2.2 0.25 400 0.42 100 24400

E 310 58 32 23 56000 360000 1.8 0.22 380 0.40 120 24000

F 325 61 32 25 82000 346089 1.9 0.20 150 0.38 240 37000

G 305 61 32 24 63490 350000 1.8 0.16 650 0.38 240 36300

H 320 58 32 24 68410 337859 2.2 0.25 450 0.45 130 34000

I 300 60 32 23 52500 416000 2.0 0.24 440 0.41 160 30000

J 269 51 29 19 40600 129193 0.9 0.09 670 0.02 100 16100

K 300 60 31 23 48000 350000 1.8 0.20 440 0.39 135 25000

 

Table 3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estimation model for 

topsides weight of FPSO 

 Independent variables 

Principal dimensions L, B, D, T, H_LWT, DWT 

Capacity
 

S_C, O_P, G_P, W_P 

Crew number
 

Crew 

 

4.2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한 중량 추정 모델 개발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하여 중량 추정 모델 



개발을 위해, Table 4와 같이 함수 집합, 터미널 집합, 기타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Table 4 Parameters of genetic programming for developing 

the estimation model for topsides weight of FPSO 

Function +, -, ⨯, ÷, sin, cos, exp, √ 

Terminal 
L, B, D, T, H_LWT, DWT, S_C, O_P, G_P, W_P, 

Crew 

Population size
 

300 

Max generation
 

300 

Reproduction rate 0.05 

Crossover probability 0.85 

Mutation probability 0.1 

Max depth 4 

 

 위와 같이 중량 추정 모델을 수행한 결과 각 세대에 따른 

적합도 함수가 Fig. 6과 같이 나타났으며 최적 적합도는 

9.6306으로 나타났다.. 

 

 
Fig. 6 Fitness of each generation of the estimation model for 

topsides weight of FPSO 

 

중량 추정 모델의 최종 결과로 FPSO 상부 구조물에 대한 

최적의 중량 추정 모델을 얻었으며 이를 LISP 형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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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좌변의 T_LWT는 FPSO 상부의 추정 중량을 

나타낸다. 

 

4.3 중량 추정 모델의 검증 

 

앞서 생성한 중량 추정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FPSO에 대한 총 10척의 학습 자료(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하여 중량 추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 활용된 자료. 

물론, Table 5에서 검증용으로도 활용하였음)와 1척의 검증 

자료(생성된 중량 추정 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 중량 추정 모델을 생성하는 데에는 활용되지 

않은 것임)를 활용하여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먼저, 

각 FPSO 상부의 실제 중량을 추정 모델로부터 구한 추정 

중량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Table 5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5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and estimated 

weight for FPSO topsides using 10 FPSO data 

FPSO 

Actual 

weight(A) 

[ton] 

Estimated weight(B) 

[ton] 
Ratio(A/B) 

A 37,000 36,951 0.9987 

B
 

27,700 27,672 0.9990 

C
 

24,400 24,352 0.9980 

D 24,400 24,383 0.9993 

E 24,000 24,063 1.0226 

F 37,000 36,918 0.9978 

G 36,300 36,318 1.0005 

H 34,000 33,906 0.9972 

I 30,000 30,059 1.0020 

J 16,100 16,093 0.9996 

Avg. 29,090 29,072 0.9995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오차의 평균은 0.9995, 

COV(Coefficient Of Variation)는 0.00177으로 실적선에 

대한 수식의 신뢰도는 99.823%로 나타났다. Fig. 7은 

실적선 중량과 추정 중량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7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and estimated 

weights of FPSO topside. 



 그리고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활용한 10척의 

FPSO 자료 외에 1척의 자료를 앞서 개발된 추정 모델의 

유효성 검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and estimated 

weight for FPSO topsides using additional FPSO data 

FPSO 

Actual 

Weight (A) 

[ton] 

Estimated 

weight (B) 

[ton] 

Ratio 

(A/B) 

K 25,000 24,928 0.9971 

 

5.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추정 모델 

개발 예 

 

 해상 풍력 발전기는 크게 날개인 로터(rotor)와 가운데 

회전축의 역할을 하며 중요 장치가 위치한 너셀(nacelle),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타워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 풍력 

발전기의 경우 로터의 크기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며 

적정한 풍압을 버티기 위한 타워의 구조 강도 또한 

필요하다.  

 

5.1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추정을 위한 독립 변수 선정 

 

 해상 풍력 발전기 중량 추정 모델 역시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터미널 집합과 함수 

집합을 정의하였다.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의 특성상 

다수의 실적 자료를 입력하였을 때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해상 풍력 발전기의 실적 자료를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어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공개된 5MW급 참조 모델(reference 

model)(Jonkman et al., 2009)을 기본으로 하여 43건의 유사 

데이터들을 생성하였다. 생성한 43개의 유사 데이터 중 

20건을 학습 자료로 사용, 나머지 23건을 검증 자료로 

사용하였다.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은 로터 길이, 높이, 너셀 등과 

같은 인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Table 7과 같이 이 독립 

변수들을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의 터미널 집합으로 

사용하였다.  

 

Table 7 Independent variables for estimating total weight of 

offshore wind turbine 

Independent variables 

T_H, H_D ,R_D ,N_W 

  

여기서 T_H(tower height), H_D(hub diameter), R_D(rotor 

diameter), N_M(nacelle weight )는 각각 해상 풍력 발전기의 

타워 높이, 허브 지름, 로터 지름, 너셀의 중량을 나타낸다. 

 

5.2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한 중량 추정 모델 개발 

 

4.2절과 마찬가지로 중량 추정 모델 개발을 위해, Table 

8과 같이 함수 집합, 터미널 집합, 기타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Table 8 Parameters of genetic programming for developing 

the estimation model for topsides weight of offshore wind 

turbine 

Function +, -, ⨯, ÷, sin, cos, exp, √ 

Terminal T_H, H_D, R_D, N_W 

Population size
 

300 

Max generation
 

300 

Reproduction rate 0.05 

Crossover 

probability 
0.85 

Mutation probability 0.10 

Max depth 4 

 

위와 같이 중량 추정 모델을 수행한 결과 각 세대에 따른 

적합도 함수가 Fig. 8과 같이 나타났으며 최적 적합도는 

296.4954로 나타났다. 

 

 
Fig. 8 Fitness of each generation of the estimation model for 

topsides weight of offshore wind turbine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의 실행 결과, 해상 풍력 발전기 

에 대한 최적의 중량 추정 모델을 얻었으며 이를 LISP 

형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5

1.021 _ 9519 _ ( _ 3.869)

1.021 cos( _ ) _ 92.31 _ ( _ 9.507)

0.04063 exp(2 _ ) cos( _ ) ( _ _ ) 3.152 10

N W R DH D

T H N W T H T H

H D T H T H H

Weight

D

⋅ + ⋅ +

− ⋅ ⋅ + ⋅ −

+ ⋅ ⋅ ⋅ ⋅ ⋅

=

− −

(2) 

여기서, 좌번의 Weight는 해상 풍력 발전기의 추정 중량을 



나타낸다. 

 

5.3 중량 추정 모델의 검증  

 

 

총 43건의 자료 중 20건의 학습 자료로부터 생성된 중량 

추정 모델에 대해, 이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20건의 

학습 자료와 23건의 검증 자료에 대해 오차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9와 같다. 오차 분석 결과, 학습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 0.99984(=actual weight/estimated 

weight), 검증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 0.99968의 오차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9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and estimated 

weights of offshore wind turbine.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유전적 프로그래밍 방법의 적용을 위해, 

먼저 적합한 함수 집합과 터미널 집합을 선정한 후 초기 

개체군(하나의 개체는 하나의 추정 모델을 의미)을 

생성하였다. 이후 종료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세대별 

개체군마다 제 계산을 수행하고 정도에 따라 적합도를 

할당하며 유전 연산자에 의해 새로운 개체군을 생성하였다. 

끝으로 적합도가 가장 높은 개체군을 최종 추정 모델로서 

선택하였다. 

끝으로 FPSO와 해상 풍력 발전기의 중량 관련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효용성 

검증을 위해 비교 및 오차 분석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본 방법이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중량 추정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유식 해양 구조물의 중량 추정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최종 종속 변수(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2) 더욱 신뢰성이 높은 중량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적선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중량 추정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선정 과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실제로 변수에 따라 최종 

중량 추정 모델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각 

변수의 최종 모델에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기여도가 높은 

변수들만을 선정하여 최종 추정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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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양플랜트 초기설계를 위한 모델링/시뮬레이션 기반 계산설계공학  

Computational Design Engineering for the Initial Design of Ships and Offshore 

Plant based on Modeling and Simulation 

이규열(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구남국(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노명일(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하솔(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요 약 

제품 설계도 제품 제작 이전에 수행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 초기설계는 선주의 요구조건과 물리적 법칙에 

관련된 제약조건, 법규와 규정에 관련 된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경제성을 갖는 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또한 후행 설계단계의 기간 단축 및 신뢰도 향상과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안정적 구매 계획과 제품 생산계획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기에 신뢰도 높은 초기설계(Early initial design with reliability)”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박 및 

해양플랜트 초기설계 시에는 설계 엔지니어의 지식(Knowledge), 경험(Experience)과 설계 관행(design practice) 및 가이드(design 

guide)를 기반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설계를 수행하며, 많은 설계 대안을 빠르게 검토하기 위하여 상용의 CAD/CA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며, 최근에는 모델링/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용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그 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링/시뮬레이션 기반  “계산설계공학(Computational design 

engineering)” 개념과 선박 및 해양플랜트 초기설계에 응용한 모델링/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다. “계산설계공학” 개념은 

요구조건과 제약조건, 그리고 설계자의 지식과 경험 등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정적 상태(Static state)의 “계산설계모델(Computational 

design model)”과 이를 동적 상태(Dynamic state)로 실행시키는 “시뮬레이션 엔진(Simulation eng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산설계모델은 일반적으로 부정방정식(Indeterminate equation) 형태로서 최적화 문제(Optimization problem)으로 표현된다. 

계산설계모델 내의 연속적인 모델(Continuous model)은 미분-대수방정식(Differential-Algebraic equations)으로 표현하였고, 

사건(Event)이 발생하는 시간에만 작동하는 사건 모델은 이산사건 모델 (Discrete Event model)로 표현하였다. 시뮬레이션 엔진 

내에는 초기치 문제(Initial value problem)의 상미분방정식(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의 해를 구하는 적분기(Integrator)와 

경계치 문제(Boundary value problem)의 편미분방정식(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해를 구하는 근사적 방법(Discretized 

approximation method)기반의 알고리듬이 있으며, 최적화 문제를 실행시키는 최적화 알고리듬이 있으며, 이산사건 문제를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처리하는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엔진이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계산설계모델과 시뮬레이션엔진을 이용하여 선박 

및 해양플랜트 초기설계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1) 선박의 최적 주요치수 결정,  2) LNG FPSO 액화 공정의 최적 운전 조건 결정, , 3) 

DEVS 환경에서 LNG FPSO 액화 공정의 자동 합성,, 4) 멀티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중량물의 리프팅 시뮬레이션, 5) 해상 시추 작업용 Heave Compensation 

System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6) 어뢰 효과도 분석용  대수상함  교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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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길이 및 폭방향으로 배치되는 수밀격벽(watertight bulkhead)과 이중저(double bottom) 등으로 선박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게 되면 침수 범위를 한정시켜 복원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선박을 과도하게 많은 구획으로

나누는 것은 경제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손상 복원성 확보와 경제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국제 규정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손상 복원성 국제 규정을 살펴보고,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SOLAS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Subdivision and Damage Stability:SDS)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였다. 

본 고의 내용은  제 1저자가 2012년 대한 조선학회 발간 “선박계산”도서의 대표저자로서 역점을 두었던 5장, 6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1]을 참고한다. 

 

1. 머 릿 글 

 
선박의 길이 및 폭방향으로 배치되는 수밀격벽(watertight 

bulkhead)과 이중저(double bottom) 등으로 선박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게 되면 침수 범위를 한정시켜 복원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선박을 과도하게 많은 

구획으로 나누는 것은 경제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손상 복원성 확보와 경제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국제 규정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본 고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손상 복원성 국제 규정을 살펴보고,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SOLAS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Subdivision and Damage Stability:SDS)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였다. 본 고의 내용은  제 1저자가 

2012년 대한 조선학회 발간 “선박계산”도서의 대표저자로서 

역점을 두었던 5장, 6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1]을 참고한다. 

2장에서는 선종별 손상 복원성이 적용되는 국제규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을 

설명하였고, 4장에서는 SOLAS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2. 손상 복원성 규정(Rule and 

Regulation of Damage Stability) 

 

2.1 개요 

 
• 선내에 침수가 있을 때 이것을 국부적으로 한정시켜서 

침몰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 

• 1913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Safety 

Of Life At Sea: SOLAS) 이후 모든 선박에 대해 손상 

복원성의 적용을 요구하고 시행하고 있음. 

• 탱커(Oil Tanker)와 같은 A형 건현을 가진 선박은 ICLL과 

MARPOL 규정에 따라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deterministic 

damage stability)을 계산해야 함. 

• 모든 여객선(Passenger ship) 또는 길이 80m 이상의 

B형 건현을 가진 건화물을 운반하는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Ro-Ro선 등)은 SOLAS 규정에 따라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probabilistic damage stability)을 계산해야 함. 

• B-60형, B-100형의 건현을 가진 건화물선은 ICLL 

규정에 따라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을 계산해야 함. 

• 2006년도부터 SOLAS 규정에서는 가침길이(floodable 

length) 관련규정이 삭제되었음. 

 

2.1 선종별 손상 복원성 적용 국제규정 

 

표 1에는 선종별로 적용되는 손상 복원성 관련 국제규정을 

비교, 정리하였다. 여기서 “O” 표시는 선박의 종류, 건현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타입(형)에 따라 지켜야 하는 관련규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탱커(Oil Tanker), 화학제품운반선(Chemical Tanker), 

그리고 가스운반선(Gas Carrier)은 각각 MARPOL, IBC, 

IGC의 적용을 받아  3장에서 설명하는 결정론적 방법에 따라 

손상 복원성을 계산해야 한다. 반면 모든 여객선(Passenger 

Ship) 또는 길이 80m 이상의 B형 건현을 가진 건화물선, 

예로서 벌크선(Bulk Carrier), 컨테이너선(Container Carrier), 

그리고 로로선(Ro-Ro Ship)등은 SOLAS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4장에서 설명하는 확률론적 방법에 따라서 손상 

복원성을 계산해야 한다. 건현길이 Lf가 150m를 넘는 A형 

건현을 가진 선박과, 건현길이 Lf가 100m를 넘는 B-60형 

또는 B-100형 건현을 가진 건화물선은 ICLL 규정에 따라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는 건화물선에 

적용되는 SOLAS 규정에 따른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건현길이 150m, 100m 등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은 ICLL 규정에 따른 손상 복원성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표 1 선종별 손상 복원성 적용 국제규정 

 

3.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Deterministic damage stability) 

규정의 해석 
 

3.1 개요 
 

•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에서는 선박의 길이, 폭, 

그리고 높이방향으로 “손상 범위”를 정의하고, 이 손상 

범위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손상 경우”를 생성한 후, 각각의 

손상 경우의 잔존 복원성은 규정의 “요구 값”을 만족하여야 

함. 

•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에 관한 국제규정은 탱커, 가스선, 

화학제품운반선과 B형 건현보다 작은 건현(B-60형, 

B-100형)을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MARPOL, IBC, IGC, ICLL 

등의 국제규정에 따라 “손상 범위”, “손상 경우” 그리고 요구 

잔존 복원성을 정의함. 

 

3.2 손상과 침수 
 

손상 복원성 계산 시 언급되는 손상(damage)과 

침수(flooding)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한다. 어떤 구획의 

용적침수율(volume permeability)이 65%라는 말은 해당 

구획의 전체 용적을 100이라고 했을 때, 35 크기의 가상의 

박스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획이 “손상” 

되었을 때 전체 공간의 65%만 “침수”되며, 즉 부력은 65% 

손실되고 나머지 35%는 부력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밀 횡격벽(watertight transverse 

bulkhead)으로서 구분된 직육면체 선박을 예를 들어 보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의 측면이 손상되었다고 

가정하고 손상된 선박의 길이방향 위치에서의 횡단면도를 

살펴보면 손상 범위는 그림 1(b)의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이와 같이 선박이 손상을 입은 후에 침수되었다고 하면 

그림 1(c)의 진한 음영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선저의 

손상구획은 침수되며, 선측의 손상구획은 일부만 침수된다. 

이처럼 해당 구획의 손상과 침수에 대한 용어는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구획만재

흘수선

손 상

손상구획

구획만재

흘수선

침 수

수면

구획실

(compartment)

손상(damage)

(a)

(b) (c)

수밀횡격벽

(watertight transverse bulkhead)

 

그림 1 손상(damage)과 침수(flooding)의 구분 

 

3.3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 계산 과정 
 

1) 선종별로 어떤 손상 복원성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  

2) 선박길이에 따른 손상 위치 가정  

3) 종, 횡 및 연직방향의 손상 범위 가정  

4) 손상구역 침수율 가정  

5) 손상 후 잔존 복원성 규정 만족 여부 검토  

6) 침수 중간 단계 및 최종 평형상태에 대한 요구사항과 비교 

 

4.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Probabilistic 

Damage Stability) 규정의 해석 
 

4.1 개요 
 

• SOLAS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Subdivision and 

Damage Stability:SDS)은 “2장의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 즉 길이 80m 이상의 

건화물선(컨테이너선, Ro-Ro선 등)과 길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객선에 적용되는 규정임. 

• MARPOL, ICLL 등의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에서는 

각 손상 경우에 대하여 잔존 복원성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에서는 각 손상 경우에 대하여 

잔존 복원성의 총 합, 즉 도달 구획지수(A)는 선박 

구획길이(Ls)의 함수인 요구 구획지수(R)보다 커야 함. 

• 도달 구획지수(A)는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Pi)과 

생존확률(Si)의 곱을 모든 손상 경우에 대하여 구하고, 이를 

합한 값임. 

• 손상확률(Pi)은 길이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p)과 

폭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r)의 곱으로 나타냄: Pi =p*r 

• 생존확률(Si)은 높이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p)과 해당 

구획이 침수되었을 때의 생존확률(s)의 곱으로 나타냄: Si 

=v*s 

SOLAS의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6]은 상당히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용어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본장에서는 조선해양공학 엔지니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과 개념도 등을 통하여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였다. 곗산식 자체는 

참고문헌[6]을 참고한다.: 

 

4.2 요구 구획지수(R) 
 

요구 구획지수(R)란 선박이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 



가능성을 나타낸 지수로서 과거의 해난 사고 자료를 토대로 

선박의 구획길이(LS)의 함수 형태로 정의된다. 

1) 구획길이(LS)가 100m보다 큰 화물선: 

                    (1) 

2) 구획길이(LS)가 80m 이상 100m 이하인 화물선: 

             (2) 

R0는 상기 1)항에 따라 계산된 R값이다. 

3) 여객선: 

             (3) 

여기서,  

 
N1: 구명정이 준비된 탑승자 수 

N2: N1보다 초과된 허용 탑승자 수 

 

4.3. 도달 구획지수(A) 계산 개념 

 

도달 구획지수는 선박의 구획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흘수 ds, dp 및 dl에 대하여 각각 계산된 부분 

지수(partial index)As, Ap, Al에 가중치를 곱한 후 모두 더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4) 

여기서, 

ds : ‘최대 구획만재흘수’(deepest subdivision draft)는 하기 

만재흘수에 해당한다. 

dl : ‘경하 운항흘수’(light service draft)는 화물선의 경우, 

ballast arrival 상태의 흘수를 의미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소

모품(consumable)의 10% 정도가 남아있다고 가정한다. 여

객선의 경우에도 ballast arrival 상태의 흘수를 의미하여 이 경

우 일반적으로 여객 및 승무원 정원이 모두 탑승하고, 그때의 

필요한 소모품(consumable)의 10% 정도가 남아있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트림되어 있는 상태이다.  

dp: ‘부분 구획만재흘수’(partial subdivision draft)는 경하 운

항흘수와 최대 구획만재흘수 차이의 60%를 경하 운항흘수에 

더한 흘수를 의미한다.

 

그림 2 선박의 최대 구획만재흘수, 경하 운항흘수 및 부분 구획만재흘수의 정의와 각 흘수에서의 트림(참고문헌[7]) 

 

도달 구획지수를 계산할 때의 트림은 최대 구획만재흘수 ds

와 부분 dp구획만재흘수 의 경우에는 평트림(level trim)을 가

정하고, 경하 운항흘수 dl의 경우에는 실제 운항트림을 가정

한다(그림 2). 각 부분 지수 As,Ap,Al은 각 손상 경우에 대하

여 계산한 손상확률(Pi)과 생존확률(Si)를 곱하고, 이들을 모든 

손상 경우(damage case)에 대하여 합하여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5) 

여기서, 

I : 하나의 구획 또는 인접한 구획들이 손상되는 경우를 손상 

경우(damage case)라고 하는데, I 는 여러가지 손상 경우의 

번호를 의미한다.  

Pi : 고려하는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 

SOLAS규정에 따르면 길이방향 및 폭방향 손상구획 정의 시, 

길이방향 및 폭방향 손상 범위 가정 시, 그리고 손상확률 Pi 

계산 시에 고려해야 하는 흘수는 모두 최대구획만재흘수 이

다. 

Si : 고려하는 손상 경우의 구획 또는 인접한 구획들이 침수

된 후 선박이 생존할 확률. 

SOLAS규정에 따르면 높이방향 손상구획 정의 시, 높이방향 

손상 범위 가정 시, 그리고 생존확률 Si 계산 시에 고려해야하

는 흘수는 3개의 흘수 ds, dp, dl이다. 

식(5) 우변의 첫번째 항인 손상확률 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

다. 

                                             (6) 

Pi는 i번째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을 의미하며, 길이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p)과 폭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r)의 곱으

로 계산한다.  

식(5) 우변의 두번째 항인 생존확률 Si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7) 

Si는 i번째 손상 경우의 생존확률을 의미하며, 흘수선 위쪽의 

m번째 수평격벽까지 손상되었을 때의 손상확률(vi,m)과 그 때

의 생존확률(si,m)의 곱을 1~M번째 수평격벽에 대하여 각각 

구한 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후부터는 손상확률과 생존



확률을 표시할 때 혼동의 여지가 없는 경우 손상 경우의 번호 i는 생략하여 각각 vm, sm로 표시하기로 한다. 

 

가상의격벽정의 구획분할 손상구획(구역) 정의

손상시나리오생성

침수범위

생존확률계산손상확률계산 도달구획지수계산

(손상범위)

손상경우

 

그림 3 도달 구획지수(A)의 계산 과정 요약 

 

4.4 도달 구획지수(A) 계산 과정 요약 

 

본 절에서는 도달 구획지수 계산의 전체 과정을 요약하여 

설명한다(그림 3). 먼저 가상의 격벽, 즉 가상의 종, 횡 및 수

평격벽을 정의한다(4.5절 참조). 그리고 가상의 격벽을 이용

하여 선박의 구획을 분할하여 손상구획(구역)을 정의한다

(4.6~4.8절, 4.10절 참조). 그 다음 어떤 손상구획이 손상될 

것인지 손상 범위를 가정하여 손상 경우를 생성하고, 즉 “손

상 시나리오”를 생성하고(4.9절 참조), 각 손상 경우의 손상

확률을 계산한다(4.11절 ~ 4.13절 참조). 또한 각 손상 경우

의 침수 범위를 기준으로 생존확률을 계산한다(4.14절 참조).  

표 2에는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계산의 특징과 3장에서 설명

한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 계산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하였

다.

 

 

표 2 결정론적 손상 복원성 계산과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계산의 특징 비교 

 

 



4.5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계산을 위한 가상의 격벽 

 

가상의 격벽은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실제 

격벽의 위치에 정의한 개념상의 격벽을 의미한다. 즉, 실제 

격벽을 수직 상하방향으로 연장한 가상의 수직면을 가상의 

격벽이라고 한다. 첫 번째 예로서 그림 4에서와 같이 

직육면체 컨테이너 선박의 측면도에서 수직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상의 수직면, 즉 No.3 

DB.W.B.TK(P&S)(Double Bottom Water Ballast Tank Port 

and Starboard)와 No.4 DB.W.B.TK사이의 웨브 플로어(Web 

Floor)를 수직 상방향으로 연장한 가상의 수직면, 

엔진룸(Engine Room)내의 F.W.TK(P&S)(Fresh Water 

Tank)의 선수쪽 격벽을 수직 상하방향으로 연장한 가상의 

수직면, 그리고 NO.2 HOLD내의 H.F.O. TK(P&S)(Heavy 

Fuel Oil Tank)의 선미쪽 격벽을 수직 상방향으로 연장한 

가상의 수직면 각각을 가상의 횡격벽으로 정의한다. 두 번 째 

예로서 직육면체 컨테이너 선박의 횡단면도(그림 5)에 수직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상의 수직면, 즉 선측 외판, 

W.W.B.TK(Wing Water Ballast Tank)의 HOLD쪽의 종격벽을 

수직 아래방향으로 연장한 가상의 수직면, DB.W.B.TK와 

P.D.(Pipe Duct)사이의 사이드 거더(side girder)를 수직 

상방향으로 연장한 가상의 수직면, 그리고 

중심선(centerline)위치에서 수직 상하방향으로 연장한 가상의 

수직면 각각을 가상의 종격벽으로 정의한다. 세 번 째 예로서 

직육면체 컨테이너 선박의 횡단면도(그림 6)에서 

스트링거(stringer)를 수평방향으로 연장한 가상의 수평면, 

그리고 상갑판을 수평방향으로 연장한 가상의 수평면 각각을 

가상의 수평격벽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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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상의 횡격벽을 이용한 길이방향 구획분할 및 손상구역 정의(측면도) 

 

실제 횡격벽 위치에 정의하는 가상의 횡격벽의 경우에는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실제 횡격벽의 모든 위치에 정의할 

수도 있고, 실제 횡격벽의 일부 위치에만 정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예제 선박의 실제 횡격벽의 모든 위치에 가상의 

횡격벽을 정의할 수도 있고(그림 4(b)), 실제 횡격벽의 일부 

위치에만 가상의 횡격벽을 정의할 수도 있다(그림 4(a)). 

이에 반해 폭방향의 가상의 종격벽은 실제 종격벽 위치마다 

정의해야 한다. 

 

4.6 가상의 격벽을 이용한 구획분할(subdivision)과 

손상구획 정의 

 

구획분할(subdivision)이란 가상의 격벽을 이용하여 선체 

내부의 공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획분할의 결과로서 

손상구획이 정의된다. 여기서, 손상구획이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수밀구획과는 다른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도입된 “개념적인 구획”이다. 

구획분할은 가상의 횡격벽을 이용한 길이방향 

구획분할(longitudinal subdivision), 가상의 종격벽을 이용한 

폭방향 구획분할(transverse subdivision), 그리고 가상의 

수평격벽을 이용한 높이방향 구획분할(horizontal 

subdivision)로 구분되며, 이 중 길이방향 구획분할의 결과인 

길이방향 손상구획을 “손상구역(damage zone)”이라고 

정의한다. 

 

 



4.7 길이방향 손상구역(Damage Zone) 정의 

 

4.5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상의 횡격벽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횡격벽의 모든 위치에 정의하기도 하고, 

횡격벽의 일부 위치에만 정의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상의 

횡격벽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손상구역도 다르게 정의된다. 

높은 도달 구획지수를 얻으면서 적정한 수준의 계산량을 

고려한 최적으로 배치된 가상의 횡격벽을 정의해야 한다. 

 

4.8 폭방향 손상구획 정의 

 

폭방향 구획분할에 이용하는 가상의 종격벽은 가상의 

횡격벽과는 달리 모든 실제 종격벽의 위치에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의 종격벽은 

선박의 외판 위치에 정의한 0번째 가상의 종격벽(k=0), 

외판으로부터 첫번째 종격벽 위치에 정의한 첫번째 가상의 

종격벽(k=1), 사이드 거더(side girder)의 위치에 정의한 

두번째 가상의 종격벽(k=2), 선박 중심선(centerline)의 

위치에 정의한 세번째 가상의 종격벽, 이렇게 4개가 

정의된다. 이 4개의 가상의 종격벽을 이용하여 구획분할을 

하면 3개의 폭방향 손상구획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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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상의 종격별을 이용한 폭방향 구획분할 및 

손상구획 정의(횡단면도) 

 

4.9 손상 경우(Damage Case) 생성 

 

손상 경우(damage case)란 하나의 구획 또는 인접한 

구획들이 손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손상 범위의 

조합에 따라 여러가지 손상 경우가 생성되며 이를 손상 

시나리오를 생성(damage scenario generation)한다고 

말한다. 

예로서 그림 4의 예제 선박을 4개의 길이방향 

손상구역(그림 4(a)), 3개의 폭방향 손상구획(그림 5)을 

정의하였다고 가정하자. 

길이방향으로 1개의 손상구역만 손상 범위로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손상 경우는 4가지(Z1 / Z2 / Z3 / Z4), 2개의 

인접 손상구역(two adjacent zones)을 손상 범위로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손상 경우는 3가지(Z1,Z2 / Z2,Z3 / 

Z3,Z4), 3개의 인접 손상구역(three adjacent zones)을 손상 

범위로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손상 경우는 2가지(Z1,Z2,Z3 

/ Z2,Z3,Z4), 4개의 인접 손상구역(four adjacent zones)을 

손상 범위로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손상 경우는 

1가지(Z1,Z2,Z3,Z4), 이렇게 모두 10가지 길이방향 손상 

경우가 생성된다. 그리고 각 길이방향 손상 경우마다 폭방향 

손상 범위로서 외판(k=0)으로부터 첫번째 가상의 

종격벽(k=1)까지, 두번째 가상의 종격벽(k=2)까지, 그리고 

세번째 가상의 종격벽(k=3)까지 손상되는 3가지 폭방향 손상 

경우를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손상 경우의 개수는 

30(=10×3)가지이다. 따라서 식(5)의 손상 경우의 번호i 는 

1부터 30이 되며, 본 예제 선박의 도달 구획지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4.10 높이방향 손상구획 정의 

 

4.8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상의 종격벽은 실제 

종격벽의 모든 위치에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높이방향 

구획분할에 이용하는 가상의 수평격벽은 고려하는 해당 

흘수선 ds, dp, dl의 상부에 위치하는 수평격벽의 위치에만 

정의를 한다. 

예를 들어 고려하는 해당 흘수선 ds가 그림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한다면 가상의 수평격벽은 스트링거(stringer) 

위치에 정의한 첫 번째 가상의 수평격벽(m=1), 상갑판 

위치에 정의한 두 번째 가상의 수평격벽(m=2), 이렇게 2개가 

정의된다. 이 2개의 가상의 수평격벽을 이용하여 구획분할을 

하면 2개의 높이방향 손상구획이 정의된다. 그러나 만일 

고려하는 해당 흘수선 dl이 그림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한다면 가상의 수평격벽은 inner bottom plate 위치에 

정의한 첫 번째 가상의 수평 격벽(m=1), 스트링거(stringer) 

위치에 정의한 두 번째 가상의 수평격벽(m=2), 그리고 

상갑판 위치에 정의한 세 번째 가상의 수평격벽(m=3), 

이렇게 3개가 정의된다. 이 3개의 가상의 수평격벽을 

이용하여 구획분할을 하면 3개의 높이방향 손상구획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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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상의 수평격벽을 이용한 높이방향 구획분할 및 손상구획 정의(횡단면도) 

 

 

4.11 길이방향 손상 경우(Damage Case)의 

손상확률(p)계산식의 의미 

 

구획길이(Ls)의 최후단으로부터 거리 x1에서부터 x2까지 

위치하는 길이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 p는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j : 손상 경우에 포함된 손상구역 중에 가장 선미쪽에 

위치한 손상구역의 번호 

n : 손상 경우에 포함된 인접 손상구역 수 

x1j : 선미에서부터 j번째 손상구역의 선미쪽 횡격벽의 위치 

x2j+n-1 : 선미에서부터 j+n-1번째 손상구역의 선수쪽 

횡격벽의 위치 

 

4.12 길이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p)의 도식적 

표현 

길이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을 그림 7과 같이 

도식적으로 삼각형 및 마름모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내에 표기된 p1, p2, p3, p4, p5, p6는 각각 다음의 확률을 

나타낸다. 

p1 : 손상구역 1만 손상될 확률 

p2 : 손상구역 2만 손상될 확률 

p3 : 손상구역 3만 손상될 확률 

p4 : 손상구역 1과 2가 동시에 손상될 확률 

p5 : 손상구역 2와 3이 동시에 손상될 확률 

p6 : 손상구역 1, 2 그리고 3이 동시에 손상될 확률 

그림 7에서 삼각형 모양의 손상확률은 삼각형의 밑변이 

위치한 손상구역 중 하나 이상이 손상될 확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름모 모양의 손상확률은 해당 마름모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꼭지점을 공유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이 

위치하는 손상구역 모두가 동시에 손상될 확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삼각형 JAD는 손상구역 1, 2, 또는 3 중 하나 

이상이 손상될 확률을 의미하며, 마름모 JHFI는 삼각형 

JAD의 밑변 AD가 위치하는 손상구역 1, 2, 3이 동시에 

손상될 확률을 의미한다. 여기서, x1, x2, x3, x4는 각각 

횡격벽의 길이방향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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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길이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예 

 

예를 들어 그림 7에서 삼각형 EAB에 해당하는 확률 p(x1, 

x2)는 그 밑변 AB가 위치하는 손상구역 1이 손상될 확률이며, 

삼각형 FBC에 해당하는 확률 p(x2, x3)는 그 밑변 BC가 



위치하는 손상구역 2가 손상될 확률이다. 즉, 하나의 

손상구역만 손상되는 경우의 손상확률은 다음과 같다. 

 
삼각형 HAC에 해당하는 손상확률 p(x1, x3)는 그 밑변 

AC가 위치하는 손상구역 1과 2 중 하나 이상의 손상구역이 

손상될 확률이다. 그리고 마름모 HEBF에 해당하는 손상확률 

p4는 손상구역 1과 2가 동시에 손상되는 확률을 의미하며,  

p(x1, x3)에서 p(x1, x2)과 p(x2, x3)를 제외한 것과 같다는 

것을 도식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p4와 p5는 각각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손상구역 1, 2, 그리고 3이 동시에 손상될 

확률 p6은 p(x1, x4)에서 p(x1, x3)와 p(x2, x4)를 제외하고, 

여기에 중복으로 제외된 p(x2, x3)를 더한 것과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식을 단순화하기 위해 폭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 r은 1로 가정하였으며, p의 상세한 계산식은 

참고문헌[6]을 참고한다. 

 

4.13 높이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vm) 개념 

 

SOLAS규정의 확률론적 복원성 계산에서는 길이방향과 

폭방향의 손상 범위는 손상확률 Pi 계산에서 고려하며, 이때 

손상 범위의 기준 흘수는 최대 구획만재흘수이다. 이에 비해 

높이방향의 손상 범위는 생존확률 Si 계산에서 고려하며, 이때 

손상 범위의 기준 흘수는 해당 흘수, 즉 ds, dp또는dl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높이방향 손상 범위의 손상확률은 ds, dp, 

또는 dl 에서의 생존확률(4.14절 참조)과 연동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4.3절의 식(7)의 생존확률 Si는 i번째 손상 경우의 

생존확률을 의미하며 높이방향 수평구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손상확률(vm)은 해당 흘수선 위의 m번째 수평격벽 

아래의 구획, 즉 m번째 수평격벽 아래까지 손상될 확률을 

의미한다.  

생존확률 Si를 그림 8과 같은 횡단면도를 가지는 선박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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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높이방향으로 2개의 수평격벽을 가진 직육면체 

선박의 횡단면도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흘수선 위로 2개의 

수평격벽(horizontal bulkhead)이 존재하는 경우, 첫 번째 

수평격벽(m=1)까지 손상되었을 때의 손상확률 v1과 그때의 

생존확률 s1을 구한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수평격벽(m=2)까지 손상되었을 때의 손상확률 v2와 그때의 

생존확률 s2를 구한 후, 각각 곱한 값을 합하여 Si를 

계산한다. 

 
만일 해당 흘수선이 4.10절 그림 6(b)와 같이 inner bottom 

plate의 하부에 위치할 때에는 고려해야 하는 수평격벽의 

개수가 모두 3개가 되어 Si의 계산식이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i는 손상 경우의 수이고, m은 높이방향 손상 경우의 

손상확률을 계산할 대상이 되는 수평격벽의 번호이다. 즉, 

Si는 i번째 손상 경우의 생존확률이고, Sm는 i번 째 손상 경우 

내에서 m번째 수평격벽에 의한 생존확률의 기여분를 

나타낸다.  예로서, 그림 8의 선박의 생존확률Si 계산식에서 

vm을 계산할 때, 첫 번째 수평격벽(m=1)까지 손상되었을 

때의 손상 범위를 기본 손상 범위, 두 번째 

수평격벽(m=2)까지 손상되었을 때의 손상 범위를 흘수선 

상부의 더 큰 손상 범위(“higher extent)”라고 한다. 그리고 

Sm을 계산할 때는 흘수선 하부의 더 작은 손상 범위(“lesser 

extent)를 고려해야 한다. 

 

4.14 생존확률(Si) 개념 

 

4.1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존확률 Si는 높이방향의 

손상 범위를 가정하는 수평구획(horizontal subdivision)에 

의한 손상확률 vm과 해당 구획이 손상되어 침수되었을 때의 

생존확률 sm을 곱하여 계산한다. 높이방향 수평구획의 손상 

범위는 기본 손상 범위, 흘수선 하부의 더 작은 손상 범위, 



그리고 흘수선 상부의 더 큰 손상 범위로 구분하여 손상확률 

vm과 생존확률 sm을 계산한다. 단, 생존확률을 계산할 때에는 

각각 최대 구획만재흘수 ds, 경하 운항흘수 dl, 그리고 부분 

구획만재흘수 dp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생존확률 sm은 구획 침수 후의 선박의 잔존 복원성 

곡선(GZ-곡선)을 토대로 계산한다. 

 

5. GM 곡선(Minimum GM Curve) 

 

최소 GM 곡선(minimum GM curve)란 선장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 중 하나로서, 선박 운항 시 각 흘수에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의 GM 값을 표기한 그래프이다. 본 절에서는 최소 

GM 곡선의 의미와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한다. 

 

5.1 최소 GM 곡선(Minimum GM Curve) 의미 

 

그림 9는 최소 GM 곡선의 예로서 가로 축은 흘수(draft)를, 

세로 축은 GM 값을 나타내며 실선이 최소 GM 곡선이다. 

예를 들어 대상 선박의 최대 구획만재흘수 ds(=14.5m)에서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 GM은 0.5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최소 GM을 요구한다는 것은 최대 

KG를 제한한다는 의미로서 화물을 많이 적재하면 무게 

중심이 높아져 불안정해지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각 흘수에서의 최대 KG, 즉 최소 

GM은 비손상 복원성 규정뿐만 아니라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도 함께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구획만재흘수에서 비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는 최소 GM(점선)이 0.15m이고,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는 최소 GM(실선)이 0.5m라고 

하면 최대 구획만재흘수에서의 최소 GM은 비손상 시와 손상 

시 복원성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 0.5m이 되어야 한다. 

 

5.2 최소 GM 곡선(Minimum GM Curve) 작성법 

 

4.3절 “도달 구획지수”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대 

구획만재흘수 ds및 부분 dp구획만재흘수 dl에서는 

평트림(level trim)을 사용하고, 경하 운항흘수 에서는 실제 

운항트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손상 복원성 계산(trim 

& stability calculate)의 운항 조건(loading condition)에서 

계산된 트림이 LS의 –0.5% 이상 0.5% 이하(–0.5% ≤ trim ≤ 

0.5%)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평트림 이외의 다른 트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손상 복원성 계산의 운항 

조건에서 계산된 트림이 0.5% 초과 1.5% 이하(0.5% < trim 

≤ 1.5%)라면 평트림 이외에 LS의 1% 트림에 대하여 최소 

GM 곡선을 추가로 작성한 후 두 곡선의 포락선(envelop 

courve)을 최소 GM 곡선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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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소 GM 곡선(minimum GM curve)의 예 

 

임의의 흘수에서의 최소 GM은 비손상 복원성 규정과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 비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는 최소 GM은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는 최소 GM보다 작다. 따라서 비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항 조건(loading condition)을 정한다면 해당 

운항조건의 GM은 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최소 GM 곡선을 작성한다. 

① 4장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각각 3가지 흘수에 대한 

KG와 트림을 입력하여 도달 구획지수 A를 계산하여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일 도달 구획지수 A가 요구 구획지수 R보다 커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큰 KG를 입력한 후, 다시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을 계산하여 A가 R보다 조금 커지는 정도까지 KG를 

정한다. 만일 A가 R보다 작은 경우에는 더 작은 KG를 

입력하여 A가 R보다 조금 큰 값이 계산되도록 KG를 정한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하여 각각 3가지 흘수에 대하여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는 가장 큰 KG를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가지 흘수에 대한 최소 GM, 즉 그림 

9의 점 A, B, C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점 A, B, 



C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최소 GM 곡선을 작성할 수 있다. 단, 

경하 운항흘수보다 작은 흘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비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는 최소 GM 곡선을 사용한다. 

② 위의 방법으로 작성된 최소 GM 곡선을 만족하도록 각 

흘수에서 비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는 Trim & Stability 

계산을 하여 운항조건을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한 

운항조건에서, 만일 최대 구획만재흘수와 부분 운항흘수의 

트림이  Ls의 0.5%를 초과하고 1.5% 이하라면(0.5% < trim 

≤ 1.5%) 평트림 이외에 Ls의 1% 트림에 대하여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는 최소 GM 곡선을 추가로 

작성한다. 

③ 평트림과 Ls의 1% 트림에서 각각 작성한 두 최소 GM 

곡선의 포락선(envelop curve)를 작성하여, 이 포락선을 최소 

GM 곡선으로서 선장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림 10(a)의 

점선 A와 점선 B가 각각 평트림과 Ls의 –1% 트림에서 

작성한 최소 GM 곡선이라면 두 점선의 포락선에 해당하는 

그림 10(b)의 실선이 선장에게 제공되는 최소 GM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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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가지 트림에 대한 최소 GM 곡선(minimum GM curve)의 포락선(envelop curve) 

 

④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최소 GM 곡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적재 조건(loading condition)에 대한 

비손상 복원 성능을 계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적재 

상태에서의 트림과 흘수 그리고 GM을 고려하여 가장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최적의 적재 조건을 찾아야 하므로, 모든 

적재조건에 대하여 비손상 복원 성능을 계산한다. 

 

6. 맺는글 

 

본 고는 손상 복원성 관련 국제 규정, 특히 SOLAS 

확률론적 손상 복원성 규정(Subdivision and Damage 

Stability:SDS)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한 기술 보고 

형식의 글이다. 비록 수학적인 모델과 이를 풀기 위한 

알고리듬 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선해양 분야의 

기본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12년 대한조선학회에서 발간한 “선박계산” 

도서의 5장, 6장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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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case of crude oil tanker, loading condition must satisfy MARPOL damage stability criteria (Reg.28). But some specific 

demands are hard to content the criteria. So, it takes a lot a time and effort to make loading condition reflecting these 

demands. In this study, 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 is used to make loading condition that satisfies the criteria. And 

apply this ‘CROSSWAY (160,000 DWT Crude Oil Tanker)’ in NAPA®. The result shows that satisfy the criteria and other 

constraints and limitation.  

 

Keywords: Loading condition(재하 조건),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입자 군집 최적화), MARPOL Damage Stability(MARPOL 손상

복원성) 

 

1. 서 론 

Oil Tanker의 경우 loading condition은 설계뿐만 아니라 

운항 중에도 MARPOL 손상 복원성 규정(IMO, 1997)을 

만족해야 한다. 선주는 선박 운항 경제성의 극대화를 위해 

MARPOL 손상 복원성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loading 

condition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Fig. 1과 

같이 설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반복 작업의 경우 

loading condition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번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를 사용하여 MARPOL 손상 복원성  

 
Fig. 1 Procedure of making loading condition using designer’s 

experience 

 
Fig.  2  Procedure of making loading condition using PSO 

algorithm 

기준을 만족하는 loading condition 최적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 160,000 DWT Oil Tanker인 

CROSSWAY에 적용하여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PSO 알고리즘 

2.1 PSO 알고리즘 특징 

PSO알고리즘(Kennedy and Eberhart, 1995)은 진화형 

계산 기법의 일종으로 이론이 간결하며 구현이 용이하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또한 연산이 효율적이며 다른 확률적 방법 보다 안정적인 

수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많이 쓰이는 유전자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계산시간이 빠르다(Hassan, et al., 

2004). 

PSO 알고리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집단을 기본으로 

한 탐색 알고리즘이다. PSO는 확률론적 최적화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서 병렬적 진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탐색 

알고리즘의 단점인 국소 최소값에 수렴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탐색 공간 안의 정보를 사용하여 미분가능 하지 

않은 목적함수에 적용 가능하여 복잡하고 불확정적인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2 PSO 알고리즘  

[Step 0] n개의 particle을 탐색 공간 내에서 임의로 

생성한다. 이들은 초기 swarm이 된다.  

[Step 1] 각각의 particle들이 현재까지의 탐색 중 가장 좋은 

평가값의 위치를 pbest에, swarm 전체의 particle들 중 가장 

좋은 평가값을 갖는 particle의 위치를 gbest에 기억시킨다. 

             [Step 2] 각 개체의 

다음단계 이동을 위한 속도 벡터를 식(1)에 의해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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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i

j
v 는 i번째 swarm j번째 particle 속도,  

i

j
X 는 i번째 swarm j번째 particle 위치, 

 
i

j
pbest 는 i번째 swarm j번째 particle의 pbest 

igbest 는 i번째 swarm의 gbest 

w는 하중계수로 본 연구에서는 [0,1]사이의 값을 

사용 

21
,cc 는 가속 상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2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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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는 랜덤 상수로서 [0,1]사이의 값을 사용 

[Step 3] Step2에서 계산된 속도 벡터를 기준으로 식(2)과 

같이 새로운 swarm의 particle을 결정한다. 
11 ++

+=
i

j

i

j

i

j
vXX                                     (2) 

[Step 4] 종료조건을 만족하면 탐색과정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Step 1]부터 반복한다. 

  

3. MARPOL 손상 복원성 기준 

MARPOL Annex 1 Regulation 28에서는 손상 구획의 결정 

및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손상 구획의 크기 제시 및 손상 

복원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손상 복원성 기준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제시하고 있고, 

모두 다 만족해야 손상 복원성 기준을 만족하는 Oil 

Tanker로 판단한다. 

① 최종 수선은 Opening(개구)의 하단보다 낮아야 한다. 

② 비대칭 침수에 의한 횡경사각은 25°에서 30°사이 

③ 복원정 곡선이 평형위치로부터 적어도 20° 범위 이상 

④ 20° 범위 내에서 최대 잔류복원정이 적어도 0.1m 이상 

⑤ 평형위치로부터 20° 이내의 곡선하의 면적은 

0.0175m-rad 이상 

 

4. 사례 분석 

 

Fig. 2에서 제시된 방법을 비중이 0.98 ton/m3인 화물을 

하기 흘수(summer draft)까지 싣는 160,000 DWT Oil Tanker 

‘CROSSWAY’의 loading condition에  적용하였다. Fig. 2의 

Procedure는 NAPA macro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4.1 정식화 

설계 변수는 Fig. 3에서 각각의 Cargo tank 및 Slop tank로 

하였고 과도한 횡경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칭적으로 싣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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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ank arrangement of ‘CROSSWAY’ 
 

목적함수는 위에서 제시된 MARPOL 손상 복원성 기준 중 

①항을 만족할 경우 다른 항목도 만족되기 때문에 ①항만 

고려하였다. 

제약 조건은 하기 흘수, cargo tank filling ratio 및 비손상시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로 하였다. Cargo tank filling 

ratio는 용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전단력(shear force)을 

고려하여 80%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굽힘 모멘트의 경우 

비손상시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다. 비손상 복원성 및 다른 

제한 조건은 하기 흘수 인 경우 만족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최적화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식화를 하면 

설계변수 

NO. i  Cargo Tank(P&S) i =1, ‧‧‧ , 6 



Slop Tank (P&S) 

목적함수 

∑
=

n

j

j
xMinimize

1

 

i
x : 손상시 최종수선 아래 개구 잠긴 깊이 절대값 

n : 손상시 최종수선 아래 잠긴 개구 개수   

제약 조건 

Equivalent draft=17,218m 

0.8 ≤ Cargo tank filling ratio ≤ 0.98 

MAX

jj BMBM ≤
 

여기서 j
BM

,
max

jBM
는 j번째 loading condition에 대한 

최대 굽힘 모멘트와 최대 허용 굽힘 모멘트를 나타낸다. 

4.2 적용 결과 

위의 정식화를 개체수 16개, 종료조건 10회 반복으로 

하여 PSO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Fitness는 각 개체 중 목적함수 값이 가장 큰 값으로 

두었고, Fig. 4와 같이 4번째 반복 때부터 Fitness 값이 0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목적함수 값이 0이 되면 

손상시 최종 수선 아래 개구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4번째 반복 때부터 모든 개체들이 손상 복원성 기준 

①항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적화 결과는 Fig. 5 및 Table 1와 같았고 Table 2와 같이 

제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 조건들도 만족하였다. 

 

Fig. 4 Fitness 

 

Fig. 5 Result of optimization(design variable) 

Table 1 Optimization result (constraints) 

Item Result of 
optimization Constraints 

Equivalent draft 17.218 m Satisfied

Cargo tank filling 
ratio 0.8 ~0.98 Satisfied 

% of permissible 
bending moment 88.375% Satisfied 

 

Table2 Limitation of making loading condition 

Item Result of 
optimization limitation 

% of permissible 
shear force 81.656% Satisfied 

Intact stability 
criteria Satisfied Satisfied 

Minimum visible 
distance 247.788m Satisfied 

Propeller 
immersion/ 
diameter 

207.817% Satisfied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PS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MARPOL 손상 

복원성 규정을 만족하는 160,000 DWT Oil Tanker의 loading 

condition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MARPOL 손상 복원성 



기준 및 제약조건들에 대해 수학적으로 정식화를 하였다.  

적용 결과 기존 방법 보다 효율성이 증대 되었고, 규정을 

만족하는 loading condition을 신속히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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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신조선

에너지 효율지수(EEDI) 규정은 2013 년 1 월 1 일부터 계약되는 신조선에 강제 적용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되는 않은 EEDI 적용 항목들은 여전히 IMO Framework 에 따라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

다. 본고에서는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항목들 중 표준선속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수조회의(ITTC) 등의 논의 동향을 정리 하였으며, 더불어 ISO15016:2002 와

STA-JIP 해석법에 대한 주요 차이점 및 핵심 논점 사항에 대해 기술 하였다. 또한 한국조선에서

건조한 207 척 선박의 실선시운전 결과에 ISO15016 과 STA-JIP 해석법을 동시 적용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ISO15016 해석법이 EEDI 표준 선속 해석법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MEPC65 차 회의(2013 년 5 월)에 문서(MEPC65/5/15)를 제출 했으며, 지속적으로 EEDI 규정

개발에 적극 참여 해 보고자 한다. 

 
Keywords: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제1차 온실가스 작업반 회기간 회의 (GHG-WG1, First Inter-sessional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GHG Emission from Ships), 신조선 에너지 효율지수(EEDI), STA-JIP (Sea Trail Analysis Joint Industries Project) 

 

1. 서 론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 

-nization)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8년 3월 에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57차회의 

에서부터이다. 이후 2008년 6월 노르웨이 오슬 

로에서 개최된 제1차 온실가스 작업반 회기간 

회의(GHG-WG1)와 2008년 10월의 MEPC 58차 

회의 및 2009년 3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2 차 

온실가스 작업반 회기간 회의(GHG- WG2) 를 

거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지기 시작 

했다. 

한국은 2008년 10월 MEPC 58차 회의 이후 

온실가스 규제가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지하여 같은 해 11월 한국조선협회 

의 기술관련 최고 의사 결정 협의체인 기술협의 

회의(한국 조선 기술본부장 협의체)의 산하기구 

인 국제협력기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요 한 

국조선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온실 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TFT”가 결성되어, 다음해인 

2009년 3월 제2차 온실가스 작업반 회기간 

회의(GHG-WG2)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 

하였으며, 오는 2013년 5월 13일부터 개최 

되는 MEPC65차 회의를 준비(MEPC65/4/15) 

하고 있다. 예상되는 남아있는 최대 이슈는 

EEDI 계산 검증에서 표준 선속 결정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아래 2장부터 선속 관련한 IMO 논의 

동향 및 주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였다. 

 

2. 선속에 대한 IMO 논의 동향 

신조선 에너지효율지수(EEDI)을 단순화 하면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으며, 선속은 모형시험을 

통해 추정되며, 실선 시운전을 통해 그 값들이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결정이 된다. 실제 시운전 해석결과로부터 바람, 

파도, 조류, 해류 등 장소와 시간에 따라 항상 

변하는 인자들 속에서 이를 모형시험의 조건(no 

wind, no wave)으로 환산화 하는 작업을 통해 

실제적인 선박의 속도가 결정된다. 이에 적용 

되는 시운전 결과 해석법은 국제수조회의 

(ITTC:’69,’81), 영국선박연구소 (BSRA:’69,’77,                

’78), 덴마크선박연구소 (DSRI:’64), 노르웨이 

조선술협회(NASTS:’71), 미국조선학회(SNAME: 

’73,‘76,‘89), 일본조선연구협회(’72, ’93), 네덜 

란드선박연구소(NSMB:’76, MARIN:’94, 06), 국 

제표준기구(ISO15016 :2002)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선속 해석법들은 해석 결과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오랜기간 동안 

지적이 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표준기구(ISO)에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쳐 선속시운전 해석법 (ISO 

15016:2002)을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이 주관하고 5개의 조선업계 

(현대,대우,삼성,한진,STX)가 참여하여 해석프로 

그램을 개발 하여 오늘날 한국 조선업의 선속 

표준해석법 으로 자리 잡고 있다.[1] 

ISO15106 선속해석법에는 6장의 Table.2과 

같이 해석의 정확성을 위해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유럽해운선사에서는 ISO15016의 해석법 

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결국 

선속해석법은 조선 전문가들의 계측, 해석 노하 

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 입장 

에서는 해석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는 현 

상황은 이해 할 만 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연고로 유럽 주요 해운 선사들 사이에서는 

정확한 선속해석 방법론 보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편한 선속해석법 개발의 

필요성이 재기되었으며, 이에 MARIN이 주축이 

되어 STA-JIP (Sea Trail Analysis Joint Industries 

Project)을 개발 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업에는 

한국의 주요 조선업계도 참여 하였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선속 해석 항목, 특히 바람과 파도해석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형국이다. 

한편, 한국은 2009년 MEPC59차 회의에서 

ISO15016 프로그램을 IMO에 공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다수의 지지로 ISO15016 

선속 해석법이 EEDI 검증에 하기와 같은 EEDI 

표준 선속 해석법으로 결정이 되었다.[2][3] 

 

4.3.8 of Resolution MEPC.214(63) 

~~ by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s of wind, 

tide, waves, shallow water and displacement in 

accordance with ISO 150176:2002 or the 

equivalent which may ~~ 

 

그러나 노르웨이는 ISO15016 방법과 STA-JIP 

방법을 단지 4척의 선박에 대해 비교 분석한 

연구(MEPC62/5/5:노르웨이)를 2011년 MEPC 

62에 제출을 하였으나, MEPC62에서는 협약 

발효를 위한 논의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결국 차기 2012년 

MEPC63차 회의로 순연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또한 MEPC63에서 선속해석법을 논의 하기 

보다는 작업반(Working Group)의 의장 직권으로 

ITTC에 이관하여 ITTC의 권고안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ITTC의 전반적인 활동은 하기 

3장에 기술 하였다. 

 

3. ITTC 권고안 논의 동향 

IMO MEPC에서 표준 선속 가이드라인 개발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을 받은 ITTC[4] 

는 2011년 9월에 개최된 제26차 ITTC 총회에서 

운항 성능추정 전문위원회(Specialist Committee 

on Performance of Ships in Service, 이하 PSS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에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불규칙파 수조시험에 의한 저항 증가추정을 

포함하여, EEDI 추정에 포함 되어 있는 수조 

모형 시험 기법을 검토 함. 

(2). 기존의 ITTC 실선 성능 추정기법 검토. ISO 

15016을 포함하는 실선 실해역 계측에 의한 

속도해석 기법을 검토 및 권고안 작성함. 

 

ITTC PSS위원회는 '실선시운전 속도/마력 해석 

법(Part II)’[5]을 2012년 MEPC64에 보고 하였 

으며, ‘실선 시운전 준비 및 수행 지침서 (Part 

I)’[6]을 2013년 MEPC65에 보고할 예정 이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ISO15016 개정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 ITTC권고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실선 시운전 왕복횟수 

- 계약 보증 마력에서 2회, EEDI 마력에서 

1회, 최대정격출력 (Maximum Continuous 

Rating : MCR) 1회, 65%MCR에서 1회로  

최소 5회 실시. 

- 조류 영향이 0.3노트 이상이면 1회 추가 

- 주간(daylight)에 수행 

(2). 계측된 부가저항에 대응하는 출력은 수조 

변동 하중 시험(load variation test)결과인 

준추진 효율계수 사용하여 직접 추정 

(Direct Power Method) 

(3).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 계산법으로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 NMRI Hybrid법 : 일본에서 개발된 해석법 

으로, 모형시험과 계산을 수행해야 하고 

EEDI의 날씨 보정계수(fw) 추정기법과 

유사하며 경험식도 포함되었음. 

- STA법 : 네덜란드 MARIN에서 주관하여 

개발된 STA-JIP(STA Joint Industry Project) 

방법이며 상용화되어 해석법 미공개였으나, 

MEPC64(2012년 10월)에 처음 공개되었음. 

그러나 공개 기간이 짧아 제3기관에서의 

검증은 불가한 상황임, 그리고 선수파만 

고려하는 경험식 형태이며, 선수 입사각이 

45도 이상의 파도는 무시 하였다. 결국 이 

부분이 한국 조선업체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4). 공기저항은, 왕복 바람을 평균한 후 선박의 

속도 고려하여 추정하며, 수선면 으로부터 

높이의 영향 고려 하였다.  

(5). 왕복평균을 취하므로 조류, 해류 영향 고려 

필요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 ITTC권고안은 유럽 선주국을 중심으로 지지 

를 받고 있는 STA-JIP의 방법 대부분을 반영 

하고 있는 안으로써, 실제적으로 STA-JIP의 

방법이 ITTC권고안이라는 이름으로 단순 변경된 

형태이다. 또한 ITTC PSS 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기술검토의 미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ISO15016:2002 논의 동향 

ISO에서는 ISO15016:2002의 개정을 위하여 

주관기관인 일본 조선 기술 연구협회 (JSTRA: 

Japan Ship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가 

2012년 4월에 제안하여, 7월 작업반 활동이 

시작되었다.작업반 명칭은 ISO/TC8/SC6/WG17 

이며 목표는 실선시운전 해석법(Speed trial data 

analysis)표준 개정이다. 2012년 9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결과인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를 ISO TC8/SC6에 

제출하였다.  ISO15016:2002로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기저항 : Fujiwara실험식, 또는 풍동시험 

(2).파랑부가저항: 일본의 NMRI(Hybrid)법, 또는 

수조시험 

(3).부가저항으로부터 선속, 출력 : Taniguchi- 

Tamura법 

(4). 조타, 표류, 수온, 조류, 천수는 ISO15016: 

2002와 같음 

(5). ISO15016:2002의 공기저항, 파랑중 부가 

저항 추정기법 옵션은 모두 삭제. 

 

이후 11월에 실시된 투표에서 부결 되었다.  

기존 ISO15016:2002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STA-JIP을 선호하는 유럽 국가들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후, ITTC 권고안의 

내용을 추가하여, ISO15016 개정안(Working 

Draft)[7]을 회람하였으며, 회람결과인 각국의 

의견을 조율 하기 위해 2차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IS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실선시운전 4회 왕복 (기존 ISO 3회) 

(2).파랑중 부가저항 추정 : STA법 추가 

(3).조류보정을 위한 Toki법 추가 

(4).시운전 결과 해석시 계측 값을 2차 또는  

3차 다항식으로 표현하여 임의 보정 불가 

 

이 회의에서는 한국, 일본과 선주입장의 

유럽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ISO 개정안 : Taniguchi-Tamura법사용, 

조류, 바람, 45도 이상의 파도 보정필요  

(2). ITTC 권고안:  Direct power method 사용, 

평균을 취하므로 조류, 바람, 선수 45도이상의 

파도 보정 필요 없음.   



 

ITTC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투표 부결 이후 

새로 마련된 ISO개정안도 ITTC권고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ITTC권고안의 

제목만 바꾸는 형태로 ISO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한국은 아래 6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실선 시운전 자료로 분석한 ISO15016:2002와 

STA-JIP해석 법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두 방법의 오차는 비슷하며, 

파도가 높아지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ISO15016 

이 신뢰할 수 있는 값을 보여줌을 설명하였다.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존 ITTC권고 

안과 ISO 개정안의 정밀 기술검증 수행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단기적 (2-3개월)으로는 

Direct power method, 조류 수정문제를 논의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항목의 기술검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단기적 검증이 종료된 후, 

ISO개정안 논의 예정이다[8]. 

 

5. ISO15016과 ITTC권고안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ISO개정안(Working Draft)과 ITTC권고안의 차이 

는 Table 1과 같다. 계측 결과로부터 동력, 선속 

보정방법이 ISO는 기존의 Taniguchi-Tamura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ITTC권고안은 

Direct Power Method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ISO개정안은 조타, 표류, 조류 보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ITTC권고안은 보정 없이 왕복 

평균을 취하고 있다. 공기, 파도에 의한 부가 

저항 보정에 있어, 양쪽 모두,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은 STA법과 NMRI Hybrid법이 채택 

되었으며, 공기저항은 STA법과 Fujiwara 

실험식이 채택 되었다.   

 

Table.1 ISO 개정안과 STA-JIP 권고안 비교 

 
ISO15016 

개정안(2013)  
ITTC 권고안 

동력, 선속 Taniguchi-Tamura Direct Power Method 

공기저항 STA-JIP, Fujiwara 

파도(선체운동) Maruo, STA2 

파도(반사파) NMRI Hybrid, STA1, STA2 

조타 SR208 

보정 없음 표류 (Drift) SR208 

조류 (Current) Toki method 

천수 Lackenby Lackenby 

실선시운전횟수 4회 5회이상 

 

 

5.1 조류 보정 

ITTC권고안은 왕복 평균만을 취하고, 조류 

보정은 수행하지 않는 반면, ISO개정안은 조류 

보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유럽은 조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근해역의 강한 조류가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역적 정서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조류 보정에 있어, ISO개정안에서는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었다. 기존 ISO방법은 계측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단순 사인파(Sinusoidal Funct 

-ion)로 조류속도를 모델링 하지만, 새로운 

Toki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7,9]. 

이 방법이 복잡한 조류 해석을 간단하게 잘 

표현 하고 있다고 판단 되어 진다.  

 

Toki법에 의한 조류속도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 조류 주기, 0.51753일(12시간25.2분) 

 :  조류속도 

 

선박의 대수속도,  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 , 은 바람, 파도, 조타, 표류가  

보정된 속도, 마력, 회전수 이다. 선박의 대지 

속도,  는 다음과 같다. 즉 대지속도는 선박의 

대수속도와 조류속도의 합으로 표시한다. 

 

 

 

                                (3) 

 

여기서, ( ) 는 왕복 선수방향을 의미한다. 

실선시운전횟수가 7회이상이면, (3)식에서 7개의 

미지수 “A1, A2, A3, Vc,c, Vc,s, Vc,t, Vc,0” 가 

생겨나며,  이 식들 최소제곱법으로  풀게 된다. 

예를 들어 8회의 실선시운전을 수행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다.  



                                          (4) 

 

구하여진 미지수를 (2)식에 넣으면, 대수속도 

를 구할 수 있다.  

ITTC권고안은 왕복 속도 평균을 사용하며 별도 

의 조류 보정이 없지만, ISO개정안은 조류를 

삼각함수와 1차함수의 조합으로 표현하며 최소 

제곱법으로 선형방정식을 풀어 조류를 보정한다. 

또한, 계측값이 있으면, 직접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선박의 대형화와 더불어 왕복 계측시간 

간격이 1시간반 이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순 평균보다는 ISO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5.2 공기저항 보정 

공기저항계수를 위하여 ITTC, ISO모두 풍동 

시험 결과 또는 제공된 Fujiwara차트[10]나 

STA 차트[5]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선면으로 부터 풍향계 고도에 따른 보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 기준 높이에서의 풍속 

: 계측된 풍속 

 : 공기저항계수 기준높이 

 

 바람에 의한 고도별 속도분포는 해수 경계면의 

영향으로 식(5)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 

지만, 실제로 선박 운항중의 바람은, 기후에 

의한 바람과 항주에 의한 맞바람이 더해진 

형태이다. 기후에 의한 바람은 식(5)가 타당하 

지만, 항주에 의한 맞바람은 균일류(uniform 

flow)로서 식(5)를 따르지 않는다.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기저항 산정에 있어, 기준높이에서의 풍속 

보정은 ISO와 ITTC동일하지만, ITTC권고안은 

풍속, 풍향의 왕복 벡터 평균을 취하여 계산 

하게 되어 있다[5]. 한번의 왕복에 한개의 풍속, 

풍향값을 적용하여 해석한다.  Figure 1 좌측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측의 경우에는 심각한 오차가 발생된다. 즉, 

일회의 왕복 시간 동안 풍향, 풍속이 바뀌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으나,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계측 시간간격이 길어지면서, Figure1 

우측과 같은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발생 되고 있다.참고로, ISO개정안은 

각각의 항주에 각각 보정한다[7]. 

 

 

 

 

 

 

Figure 1 ITTC권고안의 풍향, 풍속 

 (V1, V2 : 계측값, (V1+V2)/2 : 해석시 적용) 

 

5.3 파랑중 부가저항 

해상상태가 거칠은 상태에서의 실선 시운전 

해석에 있어, 기술적 학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파랑중 부가저항이다. ITTC, ISO 모두 

NMRI Hybrid법과 STA법을 채택하고 있다. 

 NMRI Hybrid법은 파랑중 부가저항을 계산하기 

위해 이론계산과 수조시험을 병행하여 해석하는, 

실용성이 강조된 해석법이다[11].  이 해석법은 

실해역 시운전 결과와의 비교 수행으로 검증을 

하였으며, IMO EEDI항에 자발적 사용으로 

되어있는 날씨보정계수 (fw: Wave Factor) 

지침서의 내용과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수조 

시험 미수행시 적용 가능 차트도 제공 되어 

있다. 

STA법은 선체 운동에 의한 부가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장파가 없는 해상상태(STA1)와, 

그렇지 않은(STA2)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경험식을 제공한다.  Figure2 는 참고문헌[5]의 

파장과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 관계이다. 

STA2법은 Figure2로부터 선박의 장파(선체운 

동)에 의한 저항증가분과 선수부 반사파 부가저 

항을 동시에 추정한다. 이 도표는 선수 

규칙파(regular wave) 모형시험에 의한 것으로 

V1 

V1 (V1+V2)/2
V2

(V1+V2)/2 

V1



추정된다. 즉, 선수 규칙파에 의한 저항증가만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로부터 45도가 

넘어가는 파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해역의 파도는 360도 전방향에서, 

각기 다른 파고와 파장으로 구성 되어 있어, 

실선 추정에는 기존 ISO15016:2002나 NMRI 

Hybrid법처럼 다방향 실해역 파도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선수 45도 범위를 벗어나는 파도는 무시하고, 

단지 왕복 평균을 취하는 STA해석법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Figure 2 규칙파 파장과 부가저항[5] 

 

5.4 선속, 동력 보정법 

ITTC 권고안의 Direct Power Method는 실선 

시운전 계측 값으로부터 엔진 동력만 보정한다.  

보정 방법은 다음식에 의한다[5]. 

 

                            (6) 

 

                                (7) 

 

여기서  

: 보정된 동력, 

: 계측동력, 

: 대수속도 

: 주엔진 동력 보정양, 

: 저항증가, 

: 준추진효율 

 

준추진효율 계수는 변동하중법(Load Variation 

Test)에 의한 수조시험으로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변동하중법 수조시험에 대한 정보 

가 ITTC권고안에 없으며, 사용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ITTC권고안이 조속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ISO개정안은 기존의 ISO15016:2002와 마찬가 

지로, 계측값에서 프로펠러의 작동점(working 

point)를 찾아 프로펠러 단독시험값으로 보정을 

수행한다[7]. 또한, ITTC권고안과 달리 선속, 

프로펠러 회전수, 엔진동력이 동시에 보정된다.    

준추진효율은 프로펠러 단독효율 ( ), 상대 

효율( ), 선체효율의 곱으로 표시되며 다음과 

같다. 

 

          

 

선체 효율은 추력감소계수(t)와 반류(w)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반류이다.  

ISO권고안의 Taniguchi-Tamura법은 수조시험의 

반류값를 사용하지 않고, 계측된 추력에 해당 

하는 프로펠러 전진비를 계산한 후, 프로펠러 

단독시험 결과로부터 반류를 직접 추정한다.   

ISO방법이 이 프로펠러의 작동점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이다.  실해역 계측하여 ISO권고안으로 

분석된 반류(w)와 수조시험으로 추정된 반류값 

이 같다면, ITTC권고안과 Direct Power method 

는 같은 해석결과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모형 수조시험에서 계측된 반류값은 

축적비, 점성효과로 인하여 실선 값보다 크게 

계측이 되며, 경험식으로 실선 성능을 추정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ITTC권고안의 Direct Power Method는 해석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ISO개정안은 실해역 

유동에 기술적으로 접근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석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 

되어 왔다.  실선자료에 의한 지속적인 비교 

검토가 미래의 과제이다.  

 

6.MEPC65회의 대응 분석 

앞선 장에서 ISO15016방법과 STA-JIP 방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논점 사항을 기술 하였으며, 

이번장에서는 전술한 두(2)방법의 차이가 실선 

시운전에서는 어떤 경향이 나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한국 주요 조선소에서 건조한 

3가지 선종 (tanker, container, bulker) 207척의 

실선테스트 결과에 적용 하였다. 

각 해석 방법 및 결과 비교 검토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석 옵션을 Table 2과 같이 

단순화 하여 비교 하였으며 대상선종 및 척수는 

Tanker : 70척, Container : 95척, Bulker : 42척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Table.2 ISO : STA-JIP Analysis Option  

Correction Method 
Option 

ISO 15016 STA-JIP 

Sea wave & Swell Sea wave & Swell Sea wave & Swell 

Ship Motion Maruo 
STAWAVE2 

Wave & Diffract. Faltinsen 

Steering X No option 

Drifting X No option 

Hull Roughness X No option 

Shallow Water X X 

Displacement X X 

Temp. & Density X X 

Current X No option 

KQ-N Correction X No option 

Wind Resist. coeff 
Due to each ship yard data 

Due to each ship yard 

data 

Curve Fitting 
No correction - 

Remark : ‘X’ is not applicable. 

 

선종별 해석 결과는 아래 Figure3,4,5과 같이 

모형시험 결과 대비 백분율 (ISO-모형시험) 

/모형시험), (STA–JIP -모형시험)/모형시험)로 

표기 하였으며 결과는 하기와 같다. 

 

 
Figure.3 Container 해석 비교[12] 

 

사용된 데이타는 한국조선의 최신 선박 건조 

기술이 녹아 있는 실적 데이터와 세계적인 

공신력이 있는 각 모형 수조(HSVA, SSPA, 

KIOST, HHI, SAMSUNG)의 다양한 모형시험 

해석 기술도 포함된 좋은 자료라 판단된다. 

 

 
Figure.4 Tanker 해석 비교[12] 

 

 
Figure.5 Bulker 해석 비교[12] 

 

기본적으로 선속 검증의 판단은 실선 선속 

검증 결과가 이상적인(ideal) 조건에서 수행한 

모형시험 결과의 차이가 작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실선 선속 테스트 결과가 해상 상태에 

상관 없이 일정한(consistency) 값이 구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상기 Figure 3,4,5는 중앙 종축 라인(0%)을 

기준으로 line의 간격은 모형시험 결과와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통계학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도의 신뢰 

지수 R
2
을 보면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산계된(scatted) 데이터들 속에서 

추세선(경향선)을 만들어 그 경향을 알아 

보았으며, 해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종별 상관 없이 ISO 해석 결과는 해상 



상태가 점점 거칠어 질수록(BF Scale 증가)  

모형시험 결과와의 차이가 미소하게 변화 

하면서 correction 양이 조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STA-JIP의 결과는 ISO 결과 대비 모형 

시험과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유추 할 수 있는 것은 STA-JIP 방법은 

불확실 (uncertainty)한 자연 현상을 제대로 

해석 하지 못함을 의심할 수 있다. 

3). BF.2 ~ 3 정도의 calm sea에서 선속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STA-JIP방법은 

ISO 대비 모험시험과의 차이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4).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선박으로 입사하는 

파도의 각도 45도 이내의 값만을 계산하는 

STA-JIP해석 방법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파고 

10m가 선박으로 유입된다면(이는 너무 

비약적인 가정 이지만) 45 입사각 일때는 

제대로 파도의 영향을 고려 할 수 있으나 

46도일때는 파도영향은 무시한다. 단 1도의 

차이로 파고 10m의 영향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한방향으로 파도가 유입되는 정상적인 

실해역 시운전 수행시, 일회 왕복, 2항차중 

1항차 이상은 파도 입사각이 45도를 넘어가게 

되어 파랑중 부가저항이 무시된다. 이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7. 결론과 제안 

모형시험과도 같은 이상적인(ideal) 조건에서도 

유일한(Unique)한 해석법 정립이 요원한 상황 

에서 과연 어떠한 속력 시운전 방법이 불확실 

하고 다양한 실제 속력시운전 상황을 반영하는 

유일한(unique) 선속 해석법을 규정하기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EEDI의 검증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의 해석법 정립 또한 시급한 일이다. 이는 

속력해석법의 기술적인 논쟁은 기본적으로 

IMO내에서 논의 될 수 없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이기에, 관련 산업계, 관련 연구소, 대학 

등에서 상당 기간의 연구를 통해, 그리고 연구 

결과의 검증에 대한 합의(consensus)는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ISO15016은 이미 오랜기간 동안 해석 

방법이 공개 되어 왔으며, 다수의 연구 기관을 

통해 그 해석법의 타당성이 이미 입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TA-JIP는 공정한 검증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STA-JIP 개발 기간 동안에 5대 한국 

조선소 (현대, 대우, 삼성, STX, 한진)가 참여를 

하였지만 내부적으로 해석 방법에 있어 완전한 

합의(consensus)가 이루어 지지 않았었다,  

불행하게도 STA-JIP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다수의 조선소에서는 STA-JIP의 특정 해석 

부분에 지금도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형국이다.  

그리고 속력시운전의 해석 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실 해상 상태를 얼마만큼 잘 반영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다.  

 

8.향후 전망 및 고찰 

본고에서 알 수 있듯이 현존하는 선속 해석법 

(ISO15016 & ITTC권고안) 중 어느것이 타당하다 

는 일방적인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따라서 차기 MEPC65차 회의에서 한국은 본고 

의 내용을 IMO에 제출하였으며, 하기의 주장을 

통해 STA-JIP 해석방법보다 ISO15016이 EEDI 

표준선속 방법으로 더 적합함을 주장 및 관철 

시킬 예정이다. 

 

본고를 통하여 논의된 실선 해석법 향후 전망 

및 고찰을 다음과 같다. 

 

1).ISO15016 해석법은 해석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 옵션을 제거하여 단일한 

옵션으로의 조속한 개정 작업이 필요함. 

2).STA-JIP 해석법은 불확실한 해상 조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실운항 조건에서도 일정한 

값을 구현할 수 있는 해석법으로 개정이 

필요함.  

3).상기의 이유로 현재 2가지 방법 모두 단일한 

EEDI 검증 해석법으로 선정하기에는 시기 

상조(premature)임. 따라서 ISO 해석법이 

개정되고 그 방법이 유효화(published) 되기 전 

까지 2013 ~ 2014년 12월 기간동안에 상기 

2가지 방법 모두 공히 EEDI 검증에 공통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 

4). footnote 2 in paragraph 4.3.8 of annex in 



MEPC64/WP.11[13] 는 “ITTC Recommended 

Procedure 7.5-04-01-01.2 is considered as 

preferable standard” 에서 preferable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ITTC Recommended Procedure 

7.5-04-01-01.2 will be developed.” 로 수정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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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설계와 생산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며, 블록단위로 정형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한 설계자에 의해 설계가 완수되는 생산설계를 대상으로 하여, 설계 

관리자가 다양한 전략에 따라 작업을 할당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획 (Zone)단위로 설계가 진행되는 상세설계의 결과물인 구조도가 

출도되면, 관리자는 블록을 식별하고 난이도를 분석하여, 능력이 다른 설계자들에게 작업을 

할당하고, 시수평가 모델에 의해 설계자가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모델로 

상세하게 모델링을 수행한다. 상세 이산사건 모델링은 Event Graph 모델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공개용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엔진인 Simkit 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 모델과 분리된 시나리오 생성기에서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구현하였고, 결과는 웹에 Gantt 차트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서로 

다른 개수의 블록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구조도가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출도되는 

시나리오에서, 중일정계획을 만족하는 작업할당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에 따라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 제시하였다.  

Keywords: Hull production design (선체 생산설계), Discrete-event simulation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Event graph 

modeling (이벤트 그래프 모델링), Job assignment (작업할당), Mid-term schedule (중일정계획)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1.서 론 

 

1.1 조선 설계 분류와 생산설계의 특징 

 

조선 설계업무는 선후관계, 설계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크

게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적

으로는 선체 분야와 선실, 선장, 기장, 배관 등을 포함하는 

의장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체 분야의 생

산설계를 대상으로 한다.  

선체 기본설계는 선박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앙단면도 

(Midship Section), 일반구조도 (General Construction)와 같

은 기본도, 사양서 (Spec.), 설계 표준, 표준 부품 형상과 기

호 등을 정의, 설계한다. 상세설계는 이를 기반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의미가 있는 각 구획에 대한 구조도를 설계, 

확정하고, 예량을 산정한다. 생산설계는 구조도와 블록분할

도 (Block Division)에 근거하여 각 블록별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구체적인 공작도를 작성하고, 네스팅을 통

한 절단도를 작성한다. BOM (Bill of Material)관점에서 조선 

설계 단계를 비교하면 Fig. 1과 같다.  

 

 

Fig. 1 Feature of each design phase in the 

shipbuilding regarding BOM structure 

앞서 언급한 생산설계는 조선전용 3차원 캐드 (CAD; 

Computer-Aided Design)를 이용하여, 3차원 선체 블록 모

델을 생성하고 2차원 뷰 (view)를 불러오는 기능 (Son, et al., 

2013)을 활용하여, 공작도를 작성한다. 또한, 3차원 선체 블

록 모델은 네스팅용 부재 모델로 변환되어 네스팅 및 절단도 

작성에도 사용된다. 이외에도 네스팅 결과와 현장 자재 정보

를 연계하는 소요강재표, 블록의 모든 부재의 재질, 무게, 위

치, 수량, 위상관계 (Hierarchy)를 포함하는 M-BOM 

(Manufacturing BOM), 리프팅러그 도면 (Lifting Lug Plan), 

족장도 (Scaffolding Plan)를 포함하는 생산기술도가 한 블록

에 포함되어야 할 생산설계의 산출물이다.  

상세설계의 단위인 구획은 일반적으로 여러 블록으로 구

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세설계 부서에서 각 구획별 구조도

가 출도되면, 그 구획에 포함된 블록을 블록분할도를 근거로 

분류하고, 그 블록별로 생산설계가 수행된다. 생산설계는 구

조도 분석과 모든 부재 라벨링 (Labeling), 모델링, 공작도 

작성 등이 서로 선후관계에 종속적이므로 한 명의 설계자가 

한 블록에 대한 생산설계를 도맡아 수행하고, 통상 한 달 내

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구조도는 서로 다른 개수의 블

록을 포함하고 있고,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완성되어 

생산설계 부서에 도착하게 된다. 따라서, 한정된 설계 인원

이 투입될 때, 작업할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총 소요시

수와 프로젝트 종료일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작업할당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2 작업할당 문제 

 

작업자와 할당할 작업의 수가 동일할 때 최적할당은 

Hungarian 알고리즘으로 해결된다 (Kuhn 1955). Hungarian 

알고리즘은 Kuhn이 1955년에 개발, 발표한 개념으로, 할당

문제를 다항식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결합 최적화 알고

리즘이다 (Burkard, et al., 2009).  

관련 연구로는 간단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하여, 

Hungaria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작업할당을 하고, 시뮬레이

션으로 검증한 연구가 있다 (Shen, et al., 2003, Kamrani, et 

al., 2009). 또한,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서, 조선 선체 생산

설계 작업할당 문제에 대하여, 블록 난이도를 평가하는 블록 

표준 설계시수 개념과 설계자 능력을 고려한 설계자 가용시

수 개념을 적용하여, Hungarian 알고리즘으로 최적할당을 한 

연구가 있다 (Son and Kim 2012b).  

선행 연구에서는, 여섯 블록을 포함하는 구조도가 출도되

었을 경우, 네 명의 설계자에게 어떠한 블록을 할당을 해야, 

총 소요시수가 최소가 되는지를 Hungarian 알고리즘으로 문

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현실에 맞는 문제로 

시나리오를 확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개수의 블록

을 포함하는 네 개의 구조도가 불규칙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출도되는 동적인 상황에서, 네 명의 설계자에게 작업을 할당

하고, 각 설계자가 작업이 종료되면 새로운 블록을 할당하는 

과정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총 소

요시수가 최소가 되는 할당방법 또는 전체 설계가 종료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할당방법, 또는 중일정계획을 만족하는 

할당방법을 찾기 위해,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전

체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모델링하고자 한다.  

 

1.3 논문의 구조 

 

2장에서는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상세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Event Graph 모델링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체 생산설계 작업할당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한다. 3장에

서는 본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

는 공개용 이산사건 엔진인 Simkit을 이용하여 구현한 본 시

뮬레이션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5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서 설명한다.  

 

2. Event Graph 모델링을 이용한 상세 

이산사건 모델링  

 

2.1 Event Graph 모델링 

 

Event Graph 모델링은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의 사건 처리 

(processing), 사건 계획 (scheduling) 등의 관계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Schruben 1983, 

Buss 1996). 이러한 개념을 A.H. Buss가 Java로 구현하고,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엔진인 Simkit을 공개용으로 배포하였

다 (Buss 2002). 지금부터 Event Graph 모델링의 핵심 개념

을 설명하도록 한다. 

Fig. 2는 Event Graph 모델링에서 ‘ Scheduling Edge’

의 개념이다. 사건 A와 사건 B 사이에, 촉발 (triggering) 관

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시간과 함께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건 

A가 발생하면, 항상 사건 B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는 방법이

다. 이 때 ‘ time delay’ 는 사건 A가 발생한 후, 얼마 이후

에 사건 B가 발생하느냐는 개념으로, 즉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zero’ 가 많이 사용된다. 또한 ‘ time 

delay’ 는 상수가 될 수도 있고, 변수가 될 수도 있다. 

 

 

Fig. 2 ‘ Scheduling Edge’  of Event Graph 

modeling 

위와 같이, 사건 B가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사건 B가 생성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조건 개념을 추가한 것이 ‘ Scheduling Edge with 

Boolean Condition’  개념이다. 이 때는, Fig. 2의 좌측 하단

과 같이, Boolean 조건 ‘ i’ 를 물결표시 위에 추가한 내용

으로 표현한다.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사건들이 어느 특정 순간

에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사건 간의 선후관계

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즉, 특정 사건에게 우선권 

(priority)를 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고, 시간이 같을 경우는 우

선권이 높은 사건을 먼저 스케쥴링하는 개념이다. Event 

Graph 모델링 개념으로는 Fig. 2의 우측 상단과 같이, 우선

권이 있을 경우, ‘ scheduling edge’  위에 원안에 그 우선

권을 (“ HIGH” , “ HIGHER” , “ HIGHEST” , “ LOW” , 

“ LOWER” , “ LOWEST” ) 가운데 하나로 적어주면 된다.  

사건이 발생하여 다른 사건을 촉발할 때는, 추가적인 메시

지나 데이터 등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같은 사건

이라도 인스턴스 (instance)가 달라지는 개념이다. Fig. 2의 

우측 하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Event Graph 모델링에

서는 박스 안에 전달된 메시지 또는 데이터 변수명을 기입한

다. 이 때는, 이를 수신할 사건에도 전달받을 메시지 형태 또

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야 한다.  

시뮬레이션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모델간에 전달되어야 

하는 메시지는 늘어난다. 이를 반영하여, ‘ Scheduling 

Edge with Multiple Arguments’ 가 Fig. 3의 좌측과 같이 정

의된다. 서로 다른 자료형의 arguments를 보내고 받는 인터

페이스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개념이다. 이 때, arguments의 

개수와 그 자료형은 제한이 없다. 단, 이를 전달받는 사건에 

데이터 타입, 순서, 개수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위와 같이, 특정 사건들이 스케쥴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 time delay’ 가 있는 상황),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특정 사건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 Canceling Edge’ 라고 하고, Fig. 3의 우측과 같이 점선으

로 표시된 화살표로 표현한다. 또한, ‘ Canceling Edge’ 는 

우선권과 ‘ time delay’ 를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 Scheduling Edge’ 에서 argument가 사용되었다면, 마찬

가지로 argument를 적어주어야 하고, Boolean 조건도 적용

할 수 있다. 

 

 

Fig. 3 ‘ Scheduling Edge with Multiple 

Arguments’  and ‘ Canceling Edge’  of Event 

Graph modeling 

실제적인 간단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Fig. 4는 “ For 



 

 

Loop”  구현을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마자, 

사건 ‘ Run’ 이 호출된다. 사건 ‘ Run’ 이 발생하면, 곧 바

로, 정수 ‘ 0’ 와 함께 ‘ Init (0)’  이 발생한다. 이는 정해

진 서버의 개수인 m만큼 반복 수행된다. 즉, 시뮬레이션 시

작과 동시에 다른 ID를 갖는 m개의 서버가 생성된 것이다. 

 

 

Fig. 4 “ For Loop”  modeling example in Event 

Graph 

DEVS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coupled 모

델 개념처럼 (Zeigler, et al., 2000), 두 개의 단위 모델을 연

계시켜주는 개념도 Event Graph 모델로  표현 가능하다. 

Event Graph 모델로 개발된 단위 모델을 컴포넌트 

(Component)라고 한다.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을 때,  발신

자 (Source) 역할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의 사건들 가운데, 수

신자 (Listener) 역할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에 동일한 이름과 

형태 (Signature)의 사건이 있을 경우, 발신자 컴포넌트에서 

그 사건이 발생되면, 수신자 컴포넌트의 동일 사건도 스케쥴

링되는 기능이다. 즉, 발신자 컴포넌트의 특정 사건을 수신

자 컴포넌트 사건의 촉발 사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Event Graph 모델로 표현하면, Fig. 5의 좌측 상단과 같다.  

 

2.2 선체 생산설계 프로세스의 Event Graph 모델 

 

상세설계 (Hull Design)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모델링하고, 

상세설계의 출도 사건에 의해서, 생산설계 프로세스가 실행

되도록 모델링하였다. 생산설계 프로세스는 구조도를 분석하

고, 각 블록별 난이도를 평가하여, 가용한 설계자에게 할당

하는 설계 관리자 (Design Manager) 모델과, 할당받은 블록

을 설계하는 설계자 (Design Engineer) 모델로 구분하여 모

델링하였다. 전체 모델 구성도는 Fig. 5과 같다. 

상세설계 모델은 소속 블록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도

를 언제 출도할 지를 ‘ IssueConstDWG (constDWG)’ 사건

에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은 생산설계 관리자 모델에 동일

하게 정의되어 있고, 수신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리자가 작업을 할당하면, 이를 할당받은 설계자와 블록 정

보를 메시지로 하는 ‘ Start Design (DEName, BlkMH)’ 사

건을 통해 설계자 모델을 촉발하도록 정의하였다. 또한, 설

계자 모델은 설계를 완수하면 ‘ Job Assignment 

(blknames)’ 사건을 스케쥴링하여, 이를 수신하고 있는 설계 

관리자 모델을 촉발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구조도 접수, 

작업할당, 설계 시작과 종료 등의 모든 정보는 시뮬레이션 

조정자 모델 (Simulation Coordinator)에서 취합하고, 웹 가

시화를 위한 Gantt 차트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한다. 여기서

는, 모든 단위 모델을 대표하여, 설계 관리자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시뮬레이션 시작과 동시에 시뮬레이션 엔진에 의해, 

‘ Run’  사건이 실행되어서 초기화되고, 시나리오 생성기로

부터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는 설계자 정보를 읽어 들인다. 대

기하고 있는 도중, ‘ Hull Design Process ’ 에서 

‘ IssuConstDWG (constDWG) ’ 사건이 발생되면, 즉시, 

‘ DWGAnalysis (blkNameMH, actInfo)’  사건을 스케쥴링한

다. 이 사건 스케쥴링은 ‘ HIGH’  우선권으로 이루어지고, 

argument로는 ‘ Hull Design Process ’ 에서 넘어온 

‘ BlockInfo ’  클래스 형식의 argument인 

‘ blockToBeModeled’ 중에서, 소속 블록 이름과 그 표준 

설계시수만을 Map 자료형으로 만든 값을 넘겨준다. 두 번째 

argument로는 결과의 가시화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모

니터링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이는 Fig. 5 의 우측 하단에 있

는 ‘ DesignEngineeringActivityMonitoringInfo ’  클래스의 

형식을 따른다.  

‘ DWGAnalysis (blkNameMH, actInfo)’ 에서는 일정한 

분석 시간인 tanalysis이후에 ‘ Job Assignment (blkNames)’  

사건을 발생시키는데, 이 때 tanalysis는 구조도 분석 시간을 모

델링 한 것으로, 기본 소요 시간 0.5 일을 설정하고, 블록의 

개수에 따라서 0.2 일씩 추가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argument로 전달되는 ‘ blockName’ 은 List 자료형으로, 현

재 구조도 분석결과 식별된 모든 블록의 이름들을 나열한 것

이다. 또한, 설계 관리자가 ‘ actInfo’ 에 어떠한 구조도 분

석을 언제부터 착수해서, 언제 할당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를 저장한다. 이 클래스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조정자 모델이 

취합한다.  

‘ Job Assignment (blkNames)’ 에서는 가용한 설계자가 

있는 한, 또한, 할당되지 않은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

속 즉시 반복 생성된다. 이 때는 ‘ simSetting.xml’ 에 있는 

작업할당방법에 따라, 할당방법을 달리하여 블록을 작업자에

게 할당한다. 이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 작업할당방법을 

소속 변수로 하는 ‘ Design Manager Process’  모델 자체

를 생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 중일정을 고려한 선체 생산설계 

작업할당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Fig. 5 Overall Event Graph modeling of ship hull production design process simulation 

 

 

Fig. 6 Job assignment simulation scenario considering the mid-term schedule

‘ S02’ 호선의 생산설계는 설계 관리자 한 명과, 네 명의 

설계자들이 참여한다. 상세설계 부서에서는 총 네 개의 구조

도가 모두 다른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출도된다. 각

각의 구조도는 2 ~ 6개까지 서로 다른 개수의 블록들을 포



 

 

함하고 있다. Fig.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네 개의 구조

도는 ‘ S02-Main Deck Const.’ , ‘ S02-Stern Const.’ , 

‘ S02-Bow Const.’ , ‘ S02-Engine Room Const.’ 이다. 

출도 순서는 위의 표기 순이며, 각각의 도면은 시간 간격을 

각각 0일, 30일, 20일, 11일의 간격으로 출도된다고 가정한

다. 즉, ‘ S02-Main Deck Construction’ 은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마자 출도가 되고, ‘ S02-Stern Construction’ 은 

시뮬레이션 시간으로 30일 뒤에 출도가 된다. 각각의 구조도

는 서로 다른 난이도의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블록 난이

도 평가는 각 블록의 격벽의 개수, 체적, 경사격벽의 개수, 

개구부 개수, 리프팅러그 설치 여부, 족장 설치 여부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한 블록을 숙련된 생산 설계자

가 설계할 때의 소요되는 난이도를 9 M/H (Man-hours)를 1 

M/D (Man-days)로 하는 시수로 나타낸다 (Son and Kim 

2012a). ‘ S02-Stern Construction ’ 의 예를 들면, 

‘ B#2701 ’  (16.5 M/D), ‘ B#3701 ’  (22.0 M/D), 

‘ B#2702’  (13.7 M/D), ‘ B#3702’  (18.0 M/D)의 네 개

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가용한 설계 자원은 서로 다

른 능력을 가진 네 명인데 반해, 설계가 완료되어야 할 블록

은 총 16개의 블록이며, 각각의 난이도와 일의 양은 블록 표

준 설계시수의 개념으로 살펴 보면, 8.5 M/D ~ 45.2 M/D까

지 다양하다. 여기서, 설계자 가용시수는 근속년수, 블록 설

계 실적, 최근 실적 5건의 오작, 재검도 여부 등을 이용하여, 

100%를 숙련된 설계자의 능률로 하는 효율값으로 계산하였

다 (Son and Kim 2012a). 관리자는 총 소요시수가 최소화되

는 할당결과와 모든 설계가 종료되는 시간이 최단화되는 할

당결과를 각각 얻고 싶어한다. 더 나아가, 두 목적 모두 우수

한 결과로 달성하는 할당방법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을 수 있

다. 또는 주어진 중일정계획을 만족시키는 할당방안을 예측

하고, 그 가운데 위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할당결과를 얻고 

싶을 수 있다. 지금부터는 중일정계획을 제약조건으로 시나

리오에 반영한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선박은 탑재네트워크로부터 역방향으로 각 블록의 생산계

획이 작성되고, 중일정계획의 형태로 작성, 관리된다. 공정

계획팀에서, 중일정계획이 작성되어, 생산설계부서에 공유가 

되면, 관리자는 중일정계획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는 도면출

도계획을 세우게 된다. Fig. 6의 각 블록의 우측 박스에는 시

뮬레이션 시작일을 기점으로 한, 각 블록의 생산착수일이 날

짜단위로 표시되어 있다. 중일정계획 시나리오는 생산설비가 

최대 4개 블록의 동시 생산을 지원한다고 가정하였다. 첫 네 

블록의 생산착수일은 시뮬레이션 시작일로부터, 60일 후이며, 

그 대상 블록은 첫 번째 출도 구조도면인 ‘ Main Deck 

Const.’ 에 포함되어 있는 ‘ B#2/3501’ , ‘ B#2/3502’ 이

다. 생산은 블록의 절단부터, 소조립, 중조립 등을 거쳐, 대

조립에서 각 블록이 완성되는 프로세스형 업무이다. 따라서, 

다음 네 블록 또한, 앞서 생산된 블록이 모두 생산이 종료된 

시점이 아닌, 각 블록의 생산 중·후반 부에 생산에 착수되게 

된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각 블록의 생산소요일을 일괄 30일

로 가정하였고, 25일 간격으로 네 블록씩 순차적으로 생산이 

진행된다고 가정하였다. 

 

4. 시뮬레이션 구현 

 

2장에서 설명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Java기반 공개용 이산

사건 엔진인 Simkit 1.4를 이용하여, Groovy 스크립트 

(Koenig, et al., 2007)로 작성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 가운

데, 설계 관리자의 작업할당 전략을 모델로부터 분리시켜 외

부에서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할당 전략만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하

기 위해 시뮬레이션 전술처리기 (Son, et al., 2010)의 개념

을 도입한 결과이다.  이러한 할당 전략 외에도, 시뮬레이션

의 시나리오 입력값인 구조도 정보, 소속 블록 정보, 구조도 

출도일, 설계자 정보 등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외부에서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Monte-Carlo기반 시뮬레이

션을 위한 시뮬레이션 반복 횟수와, 결과의 가시화 설정, 시

뮬레이션 목적 설정 등과 같은 일반 설정 또한 시뮬레이션 

외부의 시나리오 생성기에서 정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

의 파일은 Groovy 스크립트 언어로 사용자가 쉽게 예시를 

보며 값을 정의할 수 있고, 정의된 값은 XML 파일로 생성되

어, 시뮬레이션 시작과 동시에 입력값으로 투입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Java기반의 공개용 Gantt 차트 가시와 

형식인 jsGantt 1.2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시뮬레이션의 모

든 정보를 모니터링 데이터로 취합한 시뮬레이션 조정자 모

델에서 jsGantt의 업무 (Task)항목에 맞춰, 결과를 가공하고 

HTML 형식에 맞춰 결과를 정리한다.  

 

5. 시뮬레이션 결과 

 

3장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설계 관리자가 FIFO (First-In 

First Out) 할당 전략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가 

Fig. 7에 정리되어 있다. 설계 관리자의 구조도 접수와 작업

할당, 할당된 블록에 대해 각 설계자가 설계를 시작해서 종

료된 시점이 Gantt 차트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새로운 구

조도가 접수될 때마다, 또는 설계자가 부여받은 블록 설계를 

종료할 때마다 관리자가 FIFO 할당 전략에 따라 블록을 할

당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의 주요한 결과 항목으

로 총 소요시수와 주어진 설계가 종료된 시점을 Fig. 7 하단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7 우측에는 각 블록의 중일

정계획에 따른 생산계획이 함께 나타나있어, 작업할당 결과

가 중일정계획을 만족하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7 Job assignment simulation result with the mid-term schedule scenario - FIFO 

 

 

Fig. 8 Job assignment simulation result with the mid-term schedule scenario –  mRANDO_1000

FIFO 할당의 경우, B#2501이 13.1일 설계지연 발생하여, 

중일정계획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시뮬레이션의 

주요 목적으로 중일정계획을 만족시키는 값을 우선적으로 찾

고, 그 값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그 가운데 총 소요시수가 최



 

 

소가 되는 값을 찾는 할당 전략을 구현하고 이를 

‘ mRANDO_1000’ 이라고 명명하였다. 기본적으로, 관리자

가 작업할당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작위적으로 

(Randomly) 할당을 하도록 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하

여, 그 가운데 중일정계획을 만족하는 값을 찾고, 그 값이 여

러 개 있을 경우, 총 소요시수가 최소가 되는 값을 찾는 방

법이다. 이 때, 시뮬레이션 반복은 1,000회 수행되었고, 약 

3초 이내에 결과가 계산되었다. 시뮬레이션 반복 횟수는 같

은 조건에서 횟수를 변경해가며 실험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값인 1,000회로 결정하였다 (Son 2013).  

Fig. 8에는 ‘ mRANDO_1000’ 할당 전략에 따라 작업할

당이 이루어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수 있다. 모든 블록 설

계가 중일정을 만족시켰고, 생산을 위한 준비기간인 최소 여

유 기간은 17.5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소요시수도 278 

M/Ds로 FIFO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블록단위로, 한 설계자에 의해 한 달 정도 

의 설계기간이 요구되는 생산설계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관리자의 작업할당이 앞선 할당의 결과에 따라, 

또는 시간의 진행에 따라 새롭게 할당될 입력값이 투입되는 

동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기존의 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된 

Hungarian 알고리즘으로 예측·해결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인

지하고,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여러 개의 블록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집합인 구조도와 설계자의 정보를 모

델링하고, 생산설계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상세 이산사건 모델링 방법인 Event Graph 모델링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산설계 작업할당 시뮬레이션 모

델을 작성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공개용 이산

사건 엔진인 Simkit을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다양한 시나리오

는 시뮬레이션 모델과 분리하여 외부에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작업할당 전략에 따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가운데 FIFO 방법과 중

일정계획을 만족하는 결과를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 mRANDO_1000’ 방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Gantt 

차트형식으로 제시하고, 비교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총 소요시수 최소화, 시뮬레이션 시간 최단

화, 중일정계획 만족 등의 간단한 시뮬레이션 목적에서 벗어

나, 현업에서 의미가 있는 목적함수로 최적 시뮬레이션 결과

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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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SCR 시스템 촉매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김민, 김성윤, 김정환(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Study on methods in evaluation of the marine SCR system catalyst
Min Kim,  Sung-Yun Kim, Jung-Hwan Kim

요 약

IMO의 NOx 기술코드는 SCR(선택적 환원촉매저감) 시스템이 장착된 선박의 대기오염방지증서 발급 및 갱신을 위한 배기가스

측정시험으로 시험대 시험 및 선상시험, 선상엔진파라메타 점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코드에서는 SCR 시스템의 가

장 중요한 성능요인인 촉매의 성능평가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SCR 시스템이 장착된 선박의 배기가스 측정시험은 SCR시스템

의 성능평가를 위해 촉매활성도 측정이 필요하며, 중요한 평가요인이라 판단된다.

Keywords : NOx Technical Code(질소산화물 기술코드), SCR system(선택적 환원촉매 저감 시스템), Catalytic activity(촉매활성도)

1. 서 론

지구의 온난화와 더불어 오존층 파괴, 산성비, 그리고 광화학

스모그 등 지구의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원인 물질에 대한 규명과 오염원 제거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물질로는 자동차 엔진이나 발전

소, 공장 보일러, 가정용 난방기구와 같은 고온 열원에서 배출되

는 배기가스의 주성분인 CO, CO2, 불완전연소에 의해 생성된 탄

화수소, NOx, SOx 그리고 분진 등이 있다.

한편, 스모그 형성과 산성비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

치는 NOx의 대부분은 토양과 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활동, 번

개 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도 생성되지만 그 주원인은 화석연료

의 고온 연소 반응 중 N2와 O2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전체 

NOx 배기량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NOx물질은 디젤기관 

등의 연소 산물로써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공정으로 

저감 효율을 연구하는 중이다 (Long & Yang, 1999).

2016년 발효되는 MAPOL 부속서 VI 규칙 13의 NOx 배출허용

기준(Tier III)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인 SCR 시스템은 

NOx 기술코드에 따라 시험대시험 또는 선상시험을 통하여 예비

승인 및 최초승인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정기, 연차, 중간 

검사시 적합성 확인을 위한 선상엔진파라메타 점검방법으로 

IAPP(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갱신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NOx 기술코드에서 제시하는 SCR 장착 엔진의 시

험방법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육상 발전시설의 SCR 

시스템 평가방법을 토대로 선박용 SCR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구

성요소인 촉매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NOx 배출 제한치의 적합성 증명 절차

선박이 대기오염방지증서(IAPP)를 받기위해서는 NOx 뿐만아

니라 오존층 파괴물질, SOx, VOC, 소각기, 연료유 등 요건에 만

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NOx와 관련된 

부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2.1 예비승인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의 출력 130 kW를 초

과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 육상 시험대에서 NOx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기기를 모두 장착하고 NOx 기술코드 5장의 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한 결과 NOx 배출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예비증

서(EIAPP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여기서 NOx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기기에는 NOx 저감장치인 SCR 시스템도 포함된다.

이때 시험대에서 시험을 할 수 없는 디젤기관은 선상에서  

NOx 기술코드 5장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 

NOx 배출을 평가하여 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2.2 최초 승인검사

선박이 취항하기 전 또는 IAPP증서(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가 

최초로 발행되기 전에 선박의 장비, 시스템, 부착물, 설계도면 및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재료가 규칙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EIAPP 증서를 발급

받은 선박은 선상 엔진 파라메타 체크 방법 또는 선상 단순측정

방법을 통하여 예비승인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

며, 이에 따라 IAPP 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2.3 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

증서의 매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선박의 장비, 시스템, 부

착물, 설계도면 및 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며, 중간검사

는 증서의 제2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제3연차일 전후 3

개월 이내에 시행하고, 정기검사는 증서 발급 후 5년을 초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또한, 중요한 수리나 교체가 있을 

경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추가검사를 시행한다. 이 때 

최초 승인검사와 마찬가지로 선상 엔진 파라메타 체크 방법 또는 

선상 단순측정방법을 통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

게 되며, 이에 따라 IAPP 증서가 갱신된다.

2.4 NOx 배출재한치 증명의 문제점

SCR 시스템이 배가스의 질소산화물 처리에 효과적이지만 

NOx 기술코드에서 언급하고 있는 NOx 배출 재한치 증명절차에

는 촉매의 피독에 의한 활성 저하 문제에 대한 검사 내용이 언급

되지 않았다.

촉매의 비활성화는 일반적으로 poisoning(피독), coking 또는 

fouling(탄화 또는 오염), sintering(소결)의 3가지로 분류된다

(Hughes, 1984)(Forzatti, 1999)

SCR촉매의 피독은 원인 물질이 배가스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전처리 장치를 설치하거나 피독 물질에 강한 촉매 성분을 적용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탄화 또는 오염은 정기적인 재생 조건을 적

용하기도 하고 오염 물질에 의한 막힘은 염에 의한 것이거나 입

자에 의한 것으로서, 염은 촉매층의 온도를 일정한 수준 이상(암

모늄 염인 경우는 약 240℃)으로 유지한다면 촉매에 침적되지 않

으며 입자에 의한 막힘은 촉매층 전단에 집진 장치를 설치함으로

써 방지할 수 있다. 소결은 고온 조건에 촉매가 노출되어 발생하

는 현상이므로 운전 조건(특히 운전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함으

로써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촉매의 비활성화는 정상적인 운

전이 장기간 지속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외에도 활성성분이 

휘발되거나 다른 물질에 의하여 덮힘으로써 원래의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기도 하고 촉매가 마모되거나 깨어져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칼

리 금속 또는 알칼리 토류 금속이 Br nsted 산점을 점유하여 촉

매의 활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Khodayari, 2001)(Zheng, 

2005) 비활성화가 진행된 촉매는 원인에 따라 적절한 재생방법

을 적용하여 원래의 촉매 활성을 되찾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활

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SCR이 장착된 선박의 NOx 배출 제한치 적합성 증명 

절차에는 촉매의 활성검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대한 방법은 육상 발전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Guideline 

for the testing of DeNOx catalyst, VGB-R 302 He(1998)에 따

를 것을 제안한다.

3. 촉매활성검사

촉매시험은 표준화된 환경 또는 실제 사용 환경의 모사 환경

에서 활성도의 형태로, 촉매재료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수

행한다. 

원칙적으로 활성도와 SO2 전환 계수를 측정하는데 두 가지 다

른 시험설비가 이용된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반응로의 크기와 동

시에 취급할 수 있는 최대 샘플 개수에 있다.

① Bench reactor는 실물크기의 촉매를 시험한다. ② 마이크

로 반응기는 시험체의 시험 섹션에 사용되며， 섹션의 크기는 시

험챔버의 치수에 따라 다르다. 촉매에 대해 양 실험설비는 동일

한 결과를 산출하고 탈질 촉매의 활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다. 일반적으로 촉매의 유동 유입 영역(난류유동 조건)이 유동 출

구 영역(층류유동 조건)보다 빨리 열화 되므로， 샘플 위치의 선

택은 매우 중요하다. 마이크로 반응기 시험을 수행하면, 촉매의 

다양한 영역의 섹션을 시험하는데 편리하다.

3.1 시험장치

시험설비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① 가스공급， 조절기

② 암모니아 공급, 계량기

③ 시험유닛(반응기)

④ 분석유닛

Fig. 1은 마이크로 반응기의 장치구성 및 가스흐름을 나타내

며, Fig. 2는 벤치 반응기의 설치 개략도를 보여준다.

Fig. 1 Diagram of the micro-reactor



Fig. 2 Diagram of the bench reactor

3.2 성능시험

3.2.1. 촉매활성도 K 값 결정

촉매 활성도 K(α)는 몰율 α에서의 암모니아 함량과 측정으로

부터 얻은 NOx 전환계수 η(α)에 영향을 받으며, 다음 식으로 표

현된다.

K(α) = -AV・ln(1-η(α))     (1)

α = φ(NH3)/φ(NO)     (2)

η(α) = 













 







    (3)

여기서 AV는 면적속도(습윤상태 배기가스 유량/촉매의 기하학

적표면적) 이다.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 반응기에서의 비교측정을 위한 촉매특

성을 정의 한다. 몰율에서 Kμ=K(1.2)

α   = φ(NH3)/φ(NO)=1.2     (4)

  벤치 반응기에서의 비교측정을 위한 촉매특성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몰율에서 K=K(l)

α = φ(NH3)/φ(NO)=1     (5)

η=η(l)은 α=1이 일반적으로 주어진다.

K = -AV・ln(l-η)     (6)

  α=1이 엄밀하게 정해지지 않을 때 η(l)은 보간법으로 얻는

다. 측정으로 얻어진 NOx전환계수 η은 종종 백분율로 표현된다.

η%  = 













 







・100     (7)

질량 농도 β 대신 부피 분율 φ이 사용될 수 있다.

반응식 1，2에 따라 실험을 수행한다.

4 NO + 4 NH3 + O2 → 4 N2 + 6 H2O     (8)

6 NO2 + 8 NH3 → 7 N2 + 12 H2O     (9)

  NOx에서 NO2의 비율이 5% 정도를 차지할 경우 식 1에 따

른 계산이 적절하다.(오류평가에 대해서는 부록 4 참조). NO2의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식 2를 사용해야 한다.

  α의 화학양론적 비율의 측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α ≅ 1 (마이크로 시험에 대해： 1.2)

  ≡ φ(NH3)/φ(NO)≅ 1

  ≡ β(NH3/β(NO) ≅ 1/1.76    (10)

3.2.2. SO2/SO3 전환계수 κ23 값 결정

다음은 백분율로 표시되는 SO2/SO3 전환계수 κ23를 구하는 방

법이다.

κ23 = 





















・100    (11)

    = 





















・80    (12)

3.3 시험결과

위의 시험방법을 통하여 측정된 촉매 활성도, NOx 저감효율 

및 SO2/SO3 전환율을 Fig. 3, 4, 5에 나타냈다.

Fig. 3 Catalyst deactivation



Fig. 3 Test result of bench scale reactor(DeNOx efficiency)

Fig. 4 Test result of bench scale reactor(SO2/SO3 conversion rate)

4. 결 론

SCR이 장착된 선박의 NOx 배출 제한치 적합성 증명절차에는 

SCR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촉매의 활성도 평가부분이 포함되어

야 하며, 평가절차는 육상 발전시설 SCR 촉매 평가방법을 토대

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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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설비 측정장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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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nalysers to be used in the determination of gaseous 

components of marine diesel engine emissions
Kim sung yoon, Kim min, Kim jeong hwan 

요 약

IMO의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 VI의 NO  Technical Code(2008)에 의하면 선박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

소산화물(NOx)의 배출 제한을 강화한 Tier Ⅲ 기준이 2016년부터 신조선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박배기가스

오염물질 저감장치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선박에서 Tier III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NOx 제거장치로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SAM(Scavenge Air Moistening), Ozone system 등이 개발되었으

며, 연소온도 조절, 촉매 환원반응, 오존과 필터 등을 이용하여 NOx를 제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선박배출가스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검증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Tier II에 적용되는 엔진배기가스 오염물질 측정방법과 Tier III기준의 측정방법을 비교하여 SCR시

스템의 개발에 따른 측정방법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MARPOL 73/78(해양오염방지협약), NO (질소산화물), SCR(선택적 촉매환원법) 

1. 서 론

글로벌 운송시장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입지는 그 어떤 운송수

단보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화물의 80%를 

운송하면서도 사용하는 에너지는 약 2% 정도이며. 탄소배출량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3% 수준이기 때문에 선박은 근본적으로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와 친환경 요구

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 산업에 부는 녹색 바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산업적 요구가 되고 있다. 이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가스는 MAPOL(선박으로부터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규정이 발효되어 현재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선박의 

다른 환경규제 대상인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 밸러스트 수처

리)나 폐기물 등은 관리시스템이나 장비 기술로 극복할 수 있으

나 배출가스 규제는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는 석유제품 중에서도 유해가스 

배출 밀도가 높은 중유계열의 벙커유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의 질소산화물(NOx)로는 N2O(nitrous oxide), NO(nitric 

oxide), N2O3(nitrogen trioxide), NO2(nitrogen dioxide)및 

N2O5(nitrogen peroxide)등이고 불안정한 형태로 NO3 도 존재한

다. 이들 중 대기에서 문제가 될 만큼 존재하는 것들은 NO, NO2, 

NO3이고 대기오염분야에서 NOx(질소 산화물)로 일컫는다. NO는 

무색의 기체이며, 이의 환경 중 농도는 0.5ppm보다 훨씬 낮다. 

이러한 농도에서는 실제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인 독성이 문제

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NO는 NO2의 생성에 대한 전구체이고 

광화학 Smog 생성의 활성 화합물이다. 그러므로 이는 대기오염

물의 생성 반응의 근원이 된다. 결국 NO의 제어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이다. NO2는 적갈색의 기체이

며, 농도가 높아지면 눈에 보인다. NO2 l.0ppm의 농도이면 눈으

로써도 감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질의 기준은 NO2를 

시간당 평균 0.25ppm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가시거리에 기준 

한 것이다. 인간에 대한 NO2의 독성학적 영향은 완전히 알려지

지 않고 있으나, 근래에는 생리학적인 한계농도가 NO2 1.5ppm

로 제시되고 있다. NO2의 인체에 대한 위험은 주로 호흡에 영향

을 받는다. NO2를 0.7∼5.0ppm에서 10∼15분 동안 조사(照射)

된 건강한 성인은 폐의 저항성에 이상을 나타내며, 15ppm에 조

사되면 눈이나 코가 자극을 받고, 25ppm에서는 1시간 정도만 있

어도 폐가 자극을 받는다. 또한 NO와 NO2가 산화되어 생성되는 

NO3는 유황산화물과 더불어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구분 적용 일자

NOx Limit (g/kWh)

n < 130 

(rpm)

130 ≤ n < 

2000
2000 ≤ n

Tier Ⅰ 2000.1.1. 17.0
45 × 

n-0.2
9.8

Tier Ⅱ 2011.1.1. 14.36
44 × 

n-0.23
7.668

Tier Ⅲ 2016.1.1. 3.4 9 × n-0.2 1.93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스

웨덴,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박 관련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IMO의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 VI에 의하면 

선박 배기가스에 포함된 NOx의 배출 제한을 강화한 IMO Tier Ⅲ 

기준이 2016년부터 신조선에 적용된다.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

제와 관련하여 Tier III는 Table 1 및 Fig. 1과 같이 2016년부터 

Tier I 기준의 80% 이상 저감을 요구하고 있다. 

Table 1 Nitrogen oxides emission standards

Fig. 1 Nitrogen oxides emission standards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배출규제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선박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본론

2.1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종류 및 원리

2.1.1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은 선택적 촉매환원법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라 발생

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N2와 O2 등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환원, 분리 시켜줘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촉매장치를 이용한 환경설비가 바로 SCR 장치이다. SCR 방식은 

EGR 방식보다 연소 압력과 압축비가 상승하며, 엔진의 열효율이 

증가하여 연비 적인 측면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Fig. 2에서와 같이 SCR 시스템에서 연소 후 배출가스에 포함

된 NOx는 촉매를 통과하기 전에 암모니아, Urea, 알콜 혹은 탄

화수소화합물 등 여러 환원제 중 하나와 반응하여, 환경에 무해

한 질소와 물로 전환하게 되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4NO + 4NH3 + O2 → 4N2 +6H2O                 (1)

6NO2 + 8NH3 → 7N2 + 12H2O                 (2)

Fig. 2 Nitrogen oxides chemical reaction of catalyst 

Fig. 3은 MAN Diesel & Turbo사의 Urea 분사식 SCR 장치이

다.

Fig. 3 SCR system of MAN Diesel & Turbo

2.1.2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EGR은 엔진의 배기가스를 재순환 시키는 방식으로, 엔진에

서 연료가 연소되며 발생한 배기가스의 일부를 냉각시킨 뒤 연료

와 섞어 엔진내부로 재 투입시켜 연소되게 함으로서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질소산화물(NOx)이 저감 되도록 하는 유해가스 저

감장치이다. EGR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재순환 배기가스의 높은 

열용량과 낮은 산소함량이 연소실의 최고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

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의 MAN Diesel & Turbo사는 2009년 EGR 시스템과 WIF(Water 

in Fuel emulsion)조합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여 NOx 저감 시험

을 해본 사례가 있으며, IMO Tier III 수준(3.4g/kWh)의 NOx 저

감결과를 얻은 바 있다. Fig. 4는 MAN Diesel & Turbo사 엔진이 

설치된 Alexander Maersk 컨테이너 선(1,092TEU)에 EGR 테스

트를 하기위한 EGR 시스템 배치도이다. EGR 시스템은 집진기



(Scrubber), 냉각기(Cooler), 습기 채집기(WMC, water mist 

catcher), 송풍기(Blower), 차단밸브(Shut-down valve), 전환밸

브(Change-over valve), 수처리장치(water treatment plant), 

NaOH 조사 시스템(NaOH dosing system), 정수기(water 

cleaning unit)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Fig. 4 EGR system of Alexander Maersk

 EGR 시스템의 단점으로는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질소산화

물의 양은 줄어들지만 연료소비율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효율감

소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소 가스의 재순환 방식을 사

용하고 있으므로 연소 가스 자체가 다시 연소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배기가스를 식히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성 물질이 각종 

마운트와 가스킷을 손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산성 물질은 엔

진 오일 교환 주기를 감소시키며, 고급 오일을 사용해야할 필요

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황산화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초저황 경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Fig. 5는 EGR 

시스템의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연료소비율을 비교한 자료이

다.

Fig. 5 Correlation of nitrogen oxides and specific fuel 

consumption

2.1.3 SAM(Scavenge Air Moistening)

 SAM 시스템은 터보 과급기 압축기의 측면에서 해수와 청수

를 이용하여 압축 공기를 포화 및 냉각시킴으로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며, 테스트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

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시간 사용하게 되

면 SAM 시스템뿐만 아니라 엔진 부품에 염분에 의한 영향이 미

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

는 실정이다. Fig. 9는 엔진에 SAM System이 장착되어 해수 및 

청수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Fig. 6 SAM system of MAN Diesel & Turbo

2.1.4 오존수를 이용한 제거기술

 최근 일본의 오사카부립대와 다다전기, 공해방지기기연구소

의 연구그룹은 오존수를 사용한 NOx 제거 방법을 개발 했다. 유

리섬유를 원통 모양으로 감아놓은 필터에 오존수를 흘리면서 

NOx를 통과시켜 제거하는 기술이며, 처리능력은 시간당 4,000

리터이며, 특수가공 처리한 유리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Fig. 7 Ozone system

2.2 질소산화물 측정방법

2.2.1 선박용 디젤기관 배출가스 승인(Tier I, Tier II)

현재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비상용으로만 사용할 

목적 및 구명정에 설치된 엔진을 제외한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kW를 초과하는 디젤기관 및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주요 개

조가 이루어진 디젤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MARPOL 

73/78 ANNEX VI NO  Technical Code(2008)에서 규정한 시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인 IAPP(International 



분석가스 측정방식

CO NDIR(비분산적외선)

CO NDIR(비분산적외선)

HC HFID(불꽃이온감지)

NO CLD(화학발광)

NO HCLD(가열화학발광)

O PMD(상자성체감지)

O ZRDO(지르코늄이산화물)

O ECS(전기화학적감지)

Air Pollution Certificate)증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하는 것을 

강제규정하고 있다. IAPP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디젤엔진 가

스 배출성분을 NO  Technical Code(2008)에서 규정한 배출가

스를 규정된 분석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분석

방법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Analysers for measurement of diesel engine 

gaseous emissions

기존의 NO  Technical Code(2008)에서 Tier I, Tier II는 엔진

의 성능개선(최적연소 및 전자제어)을 통하여 만족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효되는 Tier III는 엔진의 성능개선을 통

하여 만족할 수 없어 2.1항에서 언급한 새로운 기자재가 엔진에 

장착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시험방법으로 측정의 한계가 있다. 

CLD 방식에서 NO의 측정원리는 Fig. 8과 같다.

Fig. 8 Operation theory of CLD

 

특히, SCR은 우레아를 사용하므로 배기가스와 접촉하여 암모

니아를 생성하고 암모니아가 포함된 배출가스를 CLD방식으로 

측정할 경우 Table 4에서와 같이 NO값에 직·간접적인 간섭을 

일으키므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Table 4 Analysers for measurement of diesel engine 

gaseous emissions

GAS Interference type

NH

Direct interference : NH  is converted to H

O and NO by the NO  converter. Excess NO 

reacts with O  in reaction cell creating 

excess chemiluminescence.

Chemically reacts with HO, O and SO  

in O generator to create(NH)SO

(ammonium sulfate) and NHNO(ammonium 

nitrate) which form opaque white deposits on 

optical filter window. Also forms highly 

corrosive HNO(nitric acid).

Table 5 Test reports

Gas Composition Gas analyzer

NH NO SO

O

(%)
NO NO NO SO

ppm ppm ppm % ppm ppm ppm ppm

1 300 5 307 278 29 0

2 300 300 5 537 290 247 0

*출처:(주)나노

Table 5는 NH가 CLD 방식에서 NO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를 나타내는 시험결과 값이다. 2번에서 NH가 투입되었을 경

우 Innet NO 300 ppm이 분석기의 컨버터를 거쳐 나오면서 직접

적인 간섭을 받아 NO값이 537이 측정됨으로서 측정값에 오차

가 발생한다. 따라서 엔진에 SCR이 장착되면 CLD방식의 측정방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FTIR방식의 측정방법을 도입할 필요

가 있다.

4. 결론

Tier I, Tier II 기준에서 측정하는 방법에서 Tier III를 만족하기 

위하여 SCR을 장착하였을 경우 NH가 투입되면서 CLD방식에

서 NO값이 높게 측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Tier III가 발효되는 2016년 이전에 CLD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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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MO의 에너지 효율설계지수(EEDI) 적용으로 CO₂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CO₂ 배출량 저감

기술 중 대표적인 예로 Steam turbine 발전을 이용한 폐열회수 시스템(WHRS)이 있다. 하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저속 운항과

배기가스 정화 설비 적용 등으로 인해 배기가스 온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기존 WHRS의 효율성 낮아지고 있다. 특히 100K급

BC선 이하 선종의 경우 폐열량이 적어 WHRS 적용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WHRS 기술 중 ORC를 이용한 폐열회수 시스

템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당사가 건조한 98K BC선을 대상으로 ORC 발전시스템을 구성하여 선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Keywords : Efficiency Design Index(EEDI, 에너지 효율설계지수), Waste Heat Recovery System(WHRS, 폐열회수 시스템), R245fa(유기 냉매), 

                  Organic Rankine Cycle(ORC, 유기 랭킨 사이클) 

1. 서 론

최근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에서 선박의 온실가스(CO₂) 배출 감축안을 채택하였

다. 2013년 1월 이후에 건조되는 400GT 이상의 선박에 대해 에

너지 효율설계지수(EEDI:Efficiency Design Index)를 적용하여야 

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Jung, 2011).


계획화물량×계획선속



계수× ×기관출력×


저감기술

        (1)

  이 설계 지수는 1ton의 화물량을 1mile 운송할 때 발생하는  

CO₂ 배출량(CO₂ 배출량 g)을 의미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CO₂  

배출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2015년에는 10%, 2020년까지 20%, 

2025년까지 30% 감축해야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박 인도 및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즉, 앞으로 건조되는 선박

은 이 기준치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Fig. 1 Baseline value of the EEDI for general cargo ship

   EEDI를 저감하는 방법으로서는 분자 항목 저감 및 분모 항목 

증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중 CO₂ 저감 기술은 에너지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적용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선박의 배

기가스 폐열회수를 통해 Steam Turbine 발전하는 폐열회수 시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템(WHRS:Waste Heat Recovery System)이 있다. 이는 기존 선

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Generator를 대체함으로써 에너

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및 황

산화물, 질산화물, 분진 등의 유해 배출가스 정화 설비 적용으로 

인해 배기가스의 온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연료비 절감을 

위한 감속운항이 지속되어 고온의 열원을 필요로 하는 WHRS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또한 100K급 BC선 이하 선종의 

경우 Main Engine(M/E) 폐열량이 적어 WHRS 적용되지 않고 있

다(MAN, 201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박의 중저온 폐열

로도 발전이 가능한 유기 랭킨 사이클(ORC:Oranic Rankine 

Cycle)을 이용한 폐열회수 시스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Oh & 

Song, 2012). ORC 발전시스템은 기존 랭킨 사이클과 구성이 비

슷하지만 물보다 비등점이 낮은 탄화수소 계통의 유기 냉매를 작

동 유체로 사용하여 선박의 중저온 폐열을 통한 고효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WHRS보다 시스템 구성이 단순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WHRS 적용이 어려

운 100K급 BC선 이하 선종을 대상으로 ORC 발전시스템 구성 

및 Simulation을 진행하여 선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ORC 발전시스템 기본 설계

2.1 대상 선박

Fig. 2 98,000 DWT bulk carrier

Table 1 Dimension of 98,000 DWT bulk carrier

L.O.A Appx. 253.00m

L.B.P 249.20m

Breadth 43.00m

Depth 19.80m

Design draft 12.20m

Scantling draft 13.00m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100K급 BC선 이하 선종은 폐열량이 

적어 WHRS 적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당사에서 건조한 98K BC선을 대상으로 ORC 발전시스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선박 제원은 Table 1과 같다.

2.2 선박 폐열 정보

Table 2 M/E and Generator specifications of 98K bulk carrier

M/E type 6S60MC-C8-TII

MCR power 14,280kW

Generator 625kWe × 3

Table 3 Exhaust gas data by M/E load

M/E load(%) Temperature(℃) Mass flow(kg/h)

100(MCR) 306.5 107,900

90(NCR) 294.3 100,400

80 264.7 94,400

70 246.2 86,800

Table 4 Scavenge air data by M/E load

M/E Llad(%) Temperature(℃) Mass flow(kg/h)

100(MCR) 239.0 105,400

90(NCR) 224.0 98,200

80 214.0 92,400

70 201.0 85,100

  대부분의 상선에 적용하는 M/E는 주로 2행정 저속 디젤 엔진

으로 전체 효율의 약 50%를 선박 추진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

지는 열 에너지 상태로 외부로 방출되고 있다. 특히 배기가스

(Exhaust gas)와 소기(Scavenge air)의 폐열량은 방출 에너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M/E 출력에 따라 폐열량이 달라진다

(Schmid, 2004). 

  당사에서 건조한 98K BC선의 M/E와 Generator의 사양은 

Table 2과 같고 Table 3, 4는 Tropical condition의 배기가스 

Bypass 방식 적용시  M/E 출력별 배기가스 및 소기의 폐열량 데

이터를 정리하였다.

  배기가스 데이터는 M/E에서 T/C(Turbo charger)를 작동시킨 

후 후단의 폐열량을 의미하며 240~300℃의 온도 분포를 보인

다. 소기의 경우 T/C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의 열량으로 배기가스 

폐열 온도보다 낮은 100~240℃의 온도 분포를 보이는데 M/E에 

주입되는 온도인 약 30~40℃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Scav. air 

cooler를 통해 열교환되어 진다. 이때 소기의 폐열이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폐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기가

스와 소기 폐열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폐열 회수 방안

  선박 폐열회수 방안은 Fig. 3과 같다. 배기가스와 소기의 폐열

을 각각의 열교환기를 통해 청수와 열교환하여 열 에너지를 회수

하고 ORC 발전시스템에 공급하도록 설계하였다. ORC 발전시스



템에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고온의 Hot water로 가정하

였다. 

  이는 M/E 출력에 따라 폐열량의 유동이 크고 소기의 열량으로

는 포화증기 생성이 어려운 점에서 볼 때 Hot water는 중저온 폐

열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 또한 선박 폐열과 ORC 발전

시스템의 직접적인 열교환을 피하여 장비 파손에 따른 냉매 유출 

등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Jin, et 

al., 2012).

  선박 폐열회수 사이클은 다음과 같다. M/E에서 발생한 배기가

스는 T/C를 지나 Composite boiler에서 1차적으로 청수와 열교

환하여 선박에 필요한 포화증기를 생성하고 2차적으로 Boiler 후

단의 열원과 청수를 열교환하여 고온의 Hot water를 생성한다. 

소기 부분 역시 Scav. air cooler 앞단의 열교환기를 통해 고온의 

Hot water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각각의 Hot water는 

Vaporizer로 전달되어 ORC 발전시스템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Drain tank에 저장된다. 한편 선박에 공급되었던 포화증기 역시 

Condenser를 거쳐 액체로 상변화된 후 Drain tank에 저장되고 

앞서 저장된 Hot water와 함께 Pump를 통해 재순환된다.

Fig. 3 Waste heat recovery plan of ORC system

2.4 ORC 발전시스템 구성

  ORC 발전시스템 구성은 Fig. 4와 같다. ORC 발전시스템은 앞

서 생성한 고온의 Hot water와 작동 유체가 Vaporizer를 통해 열

교환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를 생성한다. 이 증기는 Turbine을 작

동시켜 발전하고 발전 후 예열기(Pre-heater)를 거쳐 작동 유체

를 초기 활성화시킨다. 이후 Condenser를 통해 액체로 상변화되

고 Pump를 통해 재순환된다. 

 

  ORC 발전시스템의 작동 유체로는 미국공조냉동공학회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inc.)에서 Safety group A1(비인화

성, 저독성)으로 규정하고 선박 중저온 폐열원의 온도대에서 활

용하기 적합한 R245fa을 선정하였다(ASHRAE, 2000). R245fa

의 특성은 Table 5, 6과 같다.

  R245fa는 Fig. 5 온도-엔트로피 선도(T-s diagram)에서 보듯

이 포화증기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Dry fluid로 청수와 같은 

Wet fluid와 달리 Turbine에서 출력을 얻어도 포화증기 상태로 유

지 된다. 따라서 Turbine 손상을 피하기 위해 포화증기선 이상의 

포화증기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Turbine에 

주입되는 작동 유체 압력은 해당 온도의 포화증기압으로 설정하

면 된다.

  R245fa의 사이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폐열을 회수한 Hot 

water와의 열교환을 통해 포화증기를 생성한다(1, 2). 생성한 포

화증기를 이용해 Turbine 작동시켜 발전하게 되고(2, 3) 발전 후 

냉매는 포화증기 상태를 유지하며 Pre-heater를 통해 액상의 냉

매와 열교환 한다(3, 4). Pre-heater를 지난 냉매는 청수와의 열

교환을 통해 상변화 되고(4, 5) ORC pump를 통해 가압된다(5, 

6). 가압된 냉매는 Pre-heater에서 열교환하여 초기 활성화된 후

(6, 1) Vaporizer로 유입되어 재순환된다.     

Fig. 4 Configuration of ORC system   

Fig. 5 T-s diagram of R245fa



Table 5 Properties of R245fa

Refrigerant name R245fa

Chemical formula CF₃CH₂CHF₂

Molecular mass 134.0

Normal boiling point(℃) 15.0

Pc(bar) 36.4

Tc(℃) 154.05

Safety group A1

Table 6 Safety group of refrigerant(ASHRAE)

Toxicity

Flammability
Lower Toxicity Higher Toxicity

Higher

Flammability
A3 B3

Lower

Flammability
A2 B2

No Flame

Propagation
A1 B1

3. 공정 Simulation

3.1 Simulation 조건

  당사 98K BC선 대상으로 ORC 발전시스템의 적용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HYSYS 공정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imulation

을 진행하였다. Simulation 조건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Conditions of process simulation

Exhuast gas outlet temp. 160.0℃

Feed water Temp. 80.0℃

Feed water pressure 7.0bar_g

Heat exchanger 

minimum approach temp.
5.0℃

Cooling water temp. 36.0℃

Turbine/Pump adiabatic eff. 80%

Turbine pressure ratio 0.1667(1/6)

  보통 상선의 M/E는 배기가스가 160℃ 이상의 온도로 배출되

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온도로 배출할 경우 배기가스 

성분 중 황산화물이 침전하여 배관, Boiler 등 기자재의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폐열회수 이후의 

배기가스 배출 온도를 160℃로 가정하였다. 

  폐열회수 및 포화증기를 생성하기 위한 청수 주입 온도 및 압

력은 Composite boiler 작동에 필요한 80℃/7.0bar_g로 설정하

였으며 열교환기의 Minimum  approach 온도는 5℃, Condenser

의 냉각수 온도를 36℃로 설정하였다. 

Fig. 6 ORC system efficiency by R245fa temperature

  Turbine의 경우 팽창비는 6으로 가정하였고 단열 효율

(Adiabatic efficiency)을 80%로 Pump와 같이 설정하여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작동 유체인 R245fa의 작동 압력을 

해당 온도의 포화증기압으로 설정하여 온도 별 사이클 효율을 계

산한 결과 Fig. 6에서 보는바와 같이 124℃에서 최대 효율을 보

였다. 따라서 R245fa의 작동온도를 124℃로 선정하여 

Simulation을 진행하였다.

3.2 Simulation 결과

  M/E 출력에 따른 ORC 발전시스템의 결과는 Table 8, 9와 같

다. 폐열회수를 위해 주입되는 청수의 유량은 최대 약 

80,000kg/h이고 M/E 출력 70%시에는 최대 유량의 약 50% 수

준이다.

   

  선박의 폐열회수 시스템은 기존 선박의 Generator 1대 대체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선박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데 Simulation 

확인 결과 ORC 발전시스템의 순 발전량은 MCR(100%) 기준 약 

883kWe, NCR(90% MCR) 상태에서는 약 733kWe로 기존 

Generator 1대 발전용량인 625kWe 이상의 값을 얻었다. 또한 

M/E 출력 80%일 경우 순 발전량은 약 570kWe로 이는 기존 

Generator 1대의 약 90%에 해당하는 발전량으로써 보통 80% 

출력로 발전하는 Generator를 고려하면 선박 전력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70% 출력시에도 Generator 발전용량

의 약 70% 발전량 결과를 얻었고 기존 Generator와 Loading 

sharing을 통해 사용한다면 폐열회수 발전을 통한 전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기존 Steam turbine을 이용한 WHRS 적용이 어

려운 98K BC선의 경우 ORC 발전시스템을 이용한 폐열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Heat cycle data by M/E load

M/E load(%) Hot water mass flow(kg/h)

100(MCR) 79,090

90(NCR) 65,590

80 50,910

70 38,730

Table 9 ORC system net power by M/E load

M/E load(%) Turbine output(kWe) Net power(kWe)

100(MCR) 969.0 882.79

90(NCR) 803.7 732.14

80 623.8 568.18

70 474.5 431.12

4. 결 론

  최근 에너지 효율설계지수(EEDI) 적용으로 CO₂ 배출량을 줄이

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CO₂ 배출량 저감 기

술 중 대표적인 예로 선박 폐열을 회수하여 Steam turbine 발전

하는 WHRS가 있다. 하지만 선박 연료유 상승으로 인해 저속 운

항과 배기가스 정화 설비 적용 등으로 배기가스 온도가 점차 낮

아지고 있어 기존 WHRS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또한 

100K급 BC선 이하 선종의 경우 폐열량이 적어 WHRS 적용이 어

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박용 중저온 폐

열으로도 발전이 가능한 ORC 발전시스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 

  ORC 발전시스템은 물보다 비등점이 낮은 유기 냉매를 이용하

여 선박 폐열을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선박의 중저온 폐열로도 고

효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WHRS보다 구성이 단

순하고 설치 및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당사 98K BC 선박 대상으로 

ORC 발전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스템 구성은 선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 약 40%를 차지하

는 배기가스와 소기의 열 에너지를 청수와 열교환하여 ORC 발전

시스템에 열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ORC 발전시스템

의 작동 유체로는 미국냉동공학회(ASHRAE)에서 안전성이 검증

되고 선박 중저온 폐열원의 온도대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R245fa

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HYSYS 공정 설계 프로

그램을 통해 Simulation을 진행하였고 ORC 발전시스템의 선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보통 선박에 있어서 WHRS나 ORC 

발전시스템과 같은 폐열회수 시스템의 경우 기존 선박의 

Generator 1대 대체가 가능한 수준의 발전량을 보여야만 선박 

적용성을 높일 수 있다.

  

  98K BC선 대상으로 구성한 ORC 발전시스템의 Simulation 확

인 결과 M/E 출력 100%(MCR)의 경우 순 전력량은 약 883kWe, 

NCR(90%) 출력시에는 약 733kWe로 기존 Generator 1대 발전 

용량인 625kWe 이상의 값을 얻었다. 80% 출력시 발전량은 기

존 Generator 발전 용량의 약 90%의 발전량을 얻었다. 70% 출

력시에는 기존 Gengerator와의 Loading sharing을 통해 전력 사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100K급 BC선 이하 선종의 경우도 ORC 

발전시스템을 통해 폐열회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앞으로 ORC 발전시스템의 선박 적용을 위해 유기 냉매 

및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차세대 

CO₂ 저감 기술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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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균등 분배를 위한 다공 오리피스의 활용 
최성윤, 도경민, 윤호병 

 

Flow even distribution using multi-hole orifice 

Sungyoon Choi, Kyoungmin Doh, Hobyung Yoon 

 

 

요 약 

 

선박 배관망의 유동 균등화를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수동적인 장치로 오리피스를 들 수 있다. 오리피스는 후단에

Vena-contracta라고 불리는 유동 가속 구간이 발생하며, 가속된 유동이 기존의 정상상태의 유동으로 변화되는데 대략 8D 

정도의 길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의 기장시스템이 설치되는 구간은 다양한 기기장비들의 설치로 인하여 그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선박내에서의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배관망내에서 유동 균등화를 위하여 오리피스를

사용할 경우 약간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공 오리피스를 활용한

경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Keywords : Flow even Distribution(유동 균등화), Multihole Orifice (다공오리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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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모델링된 복합형상구조물의 수밀구획 체적 정의 
박인하, 남종호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Definition of volume of watertight compartments in complex structural

body modeled with surface entities 

Inha Park, Jong-Ho Nam 

Division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Systems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부유체의 전체 체적 및 각 구획 별 체적은 유체정역학적 특정치 및 복원성 계산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대부분

캐드시스템은 체적계산을 위해 면 구조의 모델링 정보를 기하학적 성질을 포함한 B-rep(Boundary representation) 또는

CSG(Constructive Solid Geometry)의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형상을 한 객체는 B-rep 또는 CSG로의 변환

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각각의 면 선택을 위한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대부분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설계프로그램은 매년 많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는 외부프로그램이며, 각 구획 별 체적을 계산하기 위해 오프셋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획 정보에 대한 별도 입력 없이 모델링 된 정보만을

이용해 전체 체적 및 각 구획 별 체적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외부프로그램의 체적계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Keywords: Volume(체적), Watertight compartments(수밀구획), Surface modeling(면 구조 모델링) 

 

1. 서 론 

 

대부분의 캐드시스템에서 복원성 계산에 필수요소인 각 

구획 별 체적을 계산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구하고자 하는 

구획의 면을 직접 선택해 솔리드(B-rep 또는 CSG)형식으로 

변환해야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Fig. 1과 같이 완벽히 

닫힌(Close)면 구조의 객체만 솔리드 형식의 변환이 

가능하며, 완벽히 닫힌 면 구조라 하여도 Fig. 2와 같이 면과 

면이 교차하여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인 형상처리 없이 

솔리드 형식으로 변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 또는 솔리드 형식 모델링과 구획에 대한 정보의 제약 

없이 복합형상구조물의 수밀구획 체적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개발은 C++기반의 MFC로 제작하며, 

입력되는 모델링 정보는 공용 캐드 포맷인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s Specification)를 사용하고(Reed, et al., 

1990)., 캐드 정보 처리를 위해서 NURBS (Non-uniform 

rational B-spline)기반의 오픈 소스인 OpenCascade 커널을 

사용한다(OCCT, 2013). 

 

 
Fig. 1 Model of closed surfa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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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sected surfaces 

 

2. 흐름도 

 

Fig. 3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불러온 

지능형자율무인잠수정(Autonomous Unmanned Vehicle: 

AUV)이다. 복잡한 형상이기 때문에 체적계산을 위해 상용 

캐드프로그램에서 각 면을 수작업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효율적인 공학계산을 위하여 

자동화된 계산방법이 바람직하며, 본 연구에서는 구획정보 

및 면 지정 없이 Fig. 4의 흐름도에 따라 구분구적법의 

방법으로 체적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Fig. 3 An AUV model 

 

 
Fig. 4 Flow Chart 

 

간단한 모델을 예로 들면 Fig. 5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구획 별 면적을 구한 후, 앞, 뒤 관계 구획의 연결성을 

확인하여 면적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복합형상구조물의 

수밀구획 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Fig. 5 Sectional shape of simple model  

 

3. 분할된 단면의  

구획 분류 및 면적 계산 

 

잘린 단면은 Fig. 6의 면 �, �, �, � 같이 구획을 구성하는 각 

면으로 구분된다. 잘린 면의 각 구획을 정의하기 위해 

NURBS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한다(Piegl & Tiller, 

1997). NURBS곡선은 매개변수 t가 증가함에 따라 곡선 



위의 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면을 구성하는 

각 선을 이동경로라 생각하고 매개변수 t가 증가함에 따라 

점A를 이동시킨다. 선과 선의 교차점에서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가장 큰 각도를 그리는 선을 선택하여 이동시킨다. 

점A가 원위치로 돌아오면 그 이동 경로를 한 객체로 

인식하고, 선 1~9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한 

면을 구성하는 각 선의 집합(�: 1-10-3-2-1, �: 7-5-9-7, 

�: 8-6-7-8, �: 6-11-1-2-3-4-5-6)을 얻을 수 있다. 각각 

얻어진 면들은 OpenCascade의 기능을 통해 쉽게 면적을 

구할 수 있다.  

 

 

Fig. 6 Cross-section of surface 

 

4. 구획간의 연결성 확인 및 체적 계산 
 

 잘린 단면을 통해 얻어진 구획 별 면적을 연결성을 확인해 

체적으로 합산하기 위해 NURBS곡면의 매개변수를 

이용한다. NURBS곡면도 NURBS곡선과 유사하게 매개변수 

U, V 값에 따라 곡면 위의 한 점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매개변수 U, V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0~1이면, 중간값인 

0.5를 입력해 곡면 위의 한 점을 얻는다. Fig. 7의 객체를 

단면K와 K+1로 자르게 되면 Fig. 8와 같은 면과 매개변수 U, 

V를 이용한 면 위의 점A, B, C를 얻을 수 있다. 

 

 

Fig. 7 Adjacent sections of model 

 

 

Fig. 8 Operation between two successive sections  

 

이웃하는 두 절단면에서 점A와 B, C의 연결관계로 부터 

전체 잘린 단면간의 연결성을 확인해 구획에 포함된 면의 

면적을 합산하고, 구분구적법의 방식으로 각 구획 간의 

체적을 계산한다. Fig. 9은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체적 계산 

결과와 상용캐드프로그램 (Rhino)에서 제공하는 함수의 

계산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Fig. 9 Comparison of calculated result with rhino’s 

 

5. 결론 및 향후 과제 

 

 NURBS곡면의 특징을 이용하여 구획의 정보 없이 구획 별 

체적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구분구적법이 

근사법임에 따라 체적 계산 결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린 

단면의 간격을 미소하게 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캐드정보처리를 위한 커널의 완성도 및 

성능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 알고리즘 계산속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과제로 구분구적법에 따른 체적 계산이 아닌 각 

구획을 구성하는 면을 각각 분류하고, 분류된 면으로 

이루어진 구획을 커널 내의 체적 계산 기능으로 체적을 

계산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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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 입수문제의 CFD 해석에서 물체 관성효과
고 광 수(울산대학교) ․ 안 형 택(울산대학교)

Body Inertia Effect in CFD Analysis of Water Entry

Problems of Rigid Body
Gwang-Soo Go(University of Ulsan) ․ Hyung-Taek Ahn(University of Ulsan) 

요 약

This paper describes the body inertia effect in the CFD simulation of water entry problems of rigid body. In order

to consider the body inertia effect,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 are employed as governing equation. In 

order to describe violent motion of free surface and rigid body effect, volume-of-fluid method and immersed boundary 

method are utilized, respectively. To verified the reliability of CFD simulation, result of test simulation is compared with 

water entry experiment which is from Aristoff et al., 2010. The role of body inertia effect is presented by the 

comparative study of water entry problems which has different body inertia. According to body inertia, CFD simulation 

showed different fluid flows and body motions. So, this study showed CFD simulation can capture the body inertia 

effect. Furthermore, it presented that CFD simulation can be applied to fundamental problems of body-fluid interaction.

Keywords : Body Inertia Effect(물체관성효과), Water Entry Problem(입수문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전산유체역학)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비압축성 나비어-스톡스 방정식), Immersed Boundary Method(IBM, 가상경계법)

            Volume of Fluid(VOF, 유체체적법)  

1. 서 론

자유표면 유동은 우리가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 현상이다.

강 혹은 바다 표면유동은 물론이고 선박과 해양구조물 주위에서 

발생하는 유동 등에서 자유표면 유동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표면에서의 강체 입수 문제는 Slamming, Sloshing 

등과 같이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 충격력을 결정하는 

문제 해석에 기본이 된다. 입수시 발생하는 물체의 관성효과는 

입수 이후 유체의 유동과 물체의 움직임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체입수문제를 직접 모델링하여 CFD 해석을 

통해 강체 입수시 발생하는 물체의 관성효과를 관측하였다. 강체의 

비중에 따른 유체 유동형상 및 시간에 따른 물체의 입수 거리 등의 

변화를 통해 물체의 관성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차원 자유표

면 문제를 풀기 위해 Cartesian Mesh,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

정식, Volume-of-Fluid법(Hirt el al.,1981)을 사용하였으며 강체

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Direct Forcing법을 활용한 Immersed 

Boundary Method(Mohd-Yusof,1997)를 사용하였다. 

2. Governing Equations

2.1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

 본 연구에서는 지배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은 비압축성 유동의 

Navier-Stokes 방정식을 고려한다.

                                         




∙                                       (1)



 
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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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은 연속방정식이고, 식 (2)는 운동량 보존 방정식이다. 

여기서 는 유체의 속도벡터, 은 검사체적의 법선벡터, 는 

검사체적의 표면, p는 압력, 는 밀도, 는 외력 항, 는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Viscous Stress Tensor를 뜻한다.

  









 위의 방정식들의 해를 구하기 위해 Fractional Step Method 

(Kim, et al.,1985)를 이용하여 식 (2)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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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식 (3),(4)는 대류 단계이고 식 (5),(6)은 비대류 단계

이다. 대류단계에서는 수치적 확산을 줄이기 위해 3차 스플라인 

함수를 사용한 CIP-CSL(Constrained Interpolation Profile – 

Conservative Semi Lagrangian)법을 이용하고, 비대류 단계에

서는 VSIAM3(Volume/Surface Integrated Average based 

Multi Moment Method)를 이용하여 계산한다(Xiao, et al., 

2004), (Hong, et al.,2012). 

2.2 Volume of Fluid Method

 자유표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Volume-of-Fluid 법을 사용했다. 

Volume of Fluid 법은 자유표면의 위치를 표현하고 추적하는 대표

적인 수치기법이다. 이 방법은 Volume Fraction Function ‘ ’를 

기본으로 한다. Cell 내부가 물로 가득 차있으면    비어있으면  

  의 값을 가지며, 자유표면에서는     의 값을 가지게 

된다. Volume Fraction Function ‘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7)

 또한, 자유표면에서의 밀도와 점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3 Immersed Boundary Method

 강체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Immersed Boundary Method를 

사용했다. Dirac delta function을 사용하는 기존의 Immersed 

Boundary Method와는 달리 강체에 의한 효과를 이산화된 

Navier-Stokes 방정식에 직접 표현할 수 있는 Direct forcing 

법을 사용했다. Direct forcing 법을 사용하면 기존 방식에서 사용되

는 Numerical Forcing Parameter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식을 단

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Guy et al.,2010).

 강체 표면에서의 no slip 경계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강체 내

부의 속도를 정의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Han et al.,2011에 나타나 

있다. 

3. Water Entry Problems

3.1 Verification.

 

 CFD Simulation의 결과 값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값과 비교해 

보았다. 실험은 30cm×50cm×60cm  탱크에서 시행되었으며, 구형 

물체의 비중은 1.14, 반지름은 1.27cm, 입수 속도는 21.7cm/s

이다. (Aristoff et al., 2010)

Fig. 1 General layout of the test simulation

 실험조건을 맞추기 위해 Fig. 1과 같이 Simulation을 모델링 하

였다. 탱크 크기의 경우 계산 효율성을 위해 조건과 다르게 

10cm×10cm×10cm로 설정하였다.

 실험에서의 시간에 따른 입수 거리 및 유체 형상과 Simulation 

결과 값을 비교하여 Simulation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Fig. 2 Measured Mean Sphere Depth vs Time for The

         Experiment and Simulation  

Fig. 3 Experiment Result of Fluid Flow around Rigid Sphere

      (Aristoff et al., 2010)

  

Fig. 4 Simulation Result of Fluid Flow around Rigid Sphere

      (Current Simulation)

 Fig. 2를 통해 입수 후 입수 거리에 대한 실험값과 simulation값의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실험에서 발생하는 

유체의 압축성 효과를 표현할 수 없는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한 것이 오차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Fig. 3 과 Fig. 

4를 통해 CFD simulation이 입수 후 강체 주위 유동 현상을 정확

히 표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입수 거리에서 오차가 발생했

지만 그 값이 크지 않고 유체형상 변화를 정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CFD Simulation 값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3.2 Body Inertia Effect

 CFD해석에서 물체의 관성효과를 관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Simulation을 모델링하였다. 

Fig. 5 General Layout of Water Entry Test

 물체의 관성효과를 보다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 입수속도는 0으

로 설정하였다. 물체의 비중에 따른 입수이후 물체의 움직임 및 

유체의 유동 변화를 비교했다.

《 t=0.001s 》

《 Final Position 》

Fig. 6 Simulation Result of Specific Gravity = 0.5



《 t=0.001s 》

《 Final Position 》

Fig. 7 Simulation Result of Specific Gravity = 4.0

 Fig. 6과 Fig. 7을 비교해 보면 물체의 비중에 따른 움직임 및 

유체 형상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비중에 따른 

입수 이후 물체의 최종 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형 강체 입수문제를 통하여 CFD simulation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강체 입수 문제에 있어서 물체의 관성효과를 

관측하였다. 물체의 관성은 질량과 관련 있기 때문에 물체의 비

중을 변화시켜 CFD Simulation함으로써 그 결과를 통해 입수문

제에서의 관성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록 단순 

입수 문제였지만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실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 관련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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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objective of the current work is to obviously analyze regarding effects of trim conditions of a ship on resistance 

performance using model test and CFD. Model tests at a towing tank are conducted to investigate resistance for trim conditions at the

given same displacement. Measured resistance shows small but distinct differences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However, these 

differences are difficult to be clarified by measured physical quantities and wave pattern analysis from model tests. CFD is employed for

the assessment of resistance performance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The flow computation is conducted considering free surface and 

dynamic trim using a commercial CFD code (STAR-CCM+). The initiative of the present work is to systematically demonstrate pressure 

resistance acting on each region of divided finite zones of ship surface along the length and draught direction of surface when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ship is interpreted. Also, a standard to assess the pressure resistance applied on the divided regions of a

ship is established.

Keywords : Trim conditions(트림조건), Resistance performance(저항성능), Model test(모형시험), CFD(전산유체역학), Hydrodynamic 

standard(유체역학적 판단기준)           

1. 서 론

최근 해운회사 및 선사들은 탄소배출량 규제 등 친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선박의 운항을 경제적인 수준

으로 맞춘 에코 스티밍(Eco Steaming), 경로 최적화(Route 

Optimization) 그리고 배수량 별 최적 운항자세 선정 등 여러 가

지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배수량 별 최적 운항자

세는 자유표면과 벌브 형상과의 관계, 선수부 형상 그리고 무게

중심 위치 변화 등 선형과 저항추진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부분

이 많다. 단적으로 동일 배수량에서 선수트림(trim by head), 

EVEN 그리고 선미트림(trim by stern)에 대한 저항시험을 수행해 

보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저항 값에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

이는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물리량과 선측파형 분석 등을 통해서 

정성적 경향 추정은 가능하나 명확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수량-트림자세 별 저항성능의 좋고 나쁨을 정성

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관련된 연구로는 저항추진성능에 미치는 자세변화의 영향으로 

속도성능을 수치해석과 모형시험으로 분석하였다 (Yang & Kim, 

2005). 횡경사와 트림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구로 운항성능 향상

을 위하여 최적의 운항상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Yang, et 

al., 2006). 또한 트림에 의한 선박의 조파저항 최소화와 관련된 

연구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Choi, et al., 2003; Seo, et al., 

2007; Seo, et al., 2009).  

2. 연구수행 방법

대상선박은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이며, 두 가지 배수량에 대하

여 EVEN이 포함된 세가지 트림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여

기서, 두 가지 배수량은 구상선수(Bulbous Bow)가 완전히 잠긴 

경우(이하, 흘수1)와 구상선수의 일부분이 노출된 경우(이하, 흘

수2)로 정하였다. 흘수1과 흘수2를 각각 h1과 h2로 표기하고 설

계흘수를 D라고 할 때 h1/D=1.07 그리고 h2/D=0.875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인수조 시험을 통해 흘수1과 흘수2에서 선수

트림, EVEN 그리고 선미트림에 대한 저항 값을 계측하여 저항성

능을 평가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동일 배수량에서 

EVEN을 포함한 초기 선수미 트림자세에 대하여 자유표면과 동적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draught        Initial 

             condition

Wetted 

surface
RTM(N) CW

draught 1

Trim by 

head
100.4 99.9 102.4

EVEN 100.0 100.0 100.0

Trim by 

stern
98.6 101.9 111.8

draught 2

Trim by 

head
100.3 95.8 82.7

EVEN 100.0 100.0 100.0

Trim by 

stern
98.6 103.6 113.9

트림을 고려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계산은 상용 점성 

코드인 STAR-CCM+를 사용하였다. 

수치해석에 의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흘수1, 

2에 대하여 선수트림, EVEN 그리고 선미트림에 따라 압력저항과 

마찰저항을 분리하여 비교하였다. 마찰저항의 경우 두 가지 배수

량에서 EVEN과 트림조건들의 접수표면적 차이가 ±0.4%내외로 

인해 저항 값이 약 1%내외에서 동일하였다. 즉, 마찰저항은 주어

진 배수량에서 트림자세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2단계에서는 Fig. 6에서 나타낸 것처럼 흘수방향으로 5개 영

역(ZONE 1~5)으로 나누어 흘수-트림 별 압력저항을 비교하였

다. 3단계에서는 2단계의 각 ZONE에 대하여 길이방향으로 20등

분하여 나누어진 각각의 작은 영역에 작용하는 압력저항을 비교

하였다.

3. 모형시험

두 가지 배수량은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벌브가 완전히 잠기는 

흘수1과 벌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흘수2로 구분하였다. 흘수1, 

2에서 선수트림, EVEN 그리고 선미트림 조건에 대하여 예인수조

에서 저항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의 정도를 위해서 동일수온에

서 수행하였다. Table 1은 흘수1과 흘수2에 대하여 초기 트림조

건 별 접수표면적과 모형선의 전 저항(RTM)과 조파저항계수(CW)

를 EVEN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접수표면적은 모

든 조건에서 ±0.4%내외이다. 흘수1의 전 저항은 EVEN을 기준

으로 선수트림은 약 0.1% 감소했으며, 선미트림은 약 1.9% 증가

하였다. 반면, 흘수2의 경우 EVEN을 기준으로 선수트림은 약 

4.2% 감소했으며, 선미트림은 약 3.6% 증가하였다. 흘수1은 선

수트림과 EVEN의 저항이 대동소이하고, 선미트림인 경우 저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흘수2는 EVEN을 기준으로 선수트림과 선미

트림이 약 ±4% 정도 차이를 보였다.

Table 1 Wetted surface and RTM of model tests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FN=0.220)

Fig. 1은 한가지 예로 흘수1의 트림조건 별 저항 값을 비교 분

석하기 위해서 자유표면에서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EVEN과 

선수트림의 선측파형 중 Zone I를 살펴보면 파고의 높낮이와 기

울기 등에서 서로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

상이 저항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선

미트림의 Zone I을 살펴보면 다른 두 조건에서 나타나지 않은 파

고의 움푹 들어간 현상(Hollow)을 보여주고 있다. 이 현상이 

EVEN 대비 약 1.9% 정도 증가된 주 요인으로 예상은 되나, 저항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EVEN 대비 선수트림의 저항성능이 약 0.1% 우수한 원인을 

정성적인 현상인 선측파형으로는 분석하기 어렵다. 

- 선미트림의 선측파형을 살펴볼 때 다른 두 가지 조건보다 저

항증가가 예상되지만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4.3의 수치해석 분석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Fig. 1 Comparison of wave patterns around hull form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Draught 1)

4. 수치해석

4.1 좌표계 및 지배방정식

본 계산을 위하여 적용된 좌표계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유동방향이 양(+)의 x축이고 선박의 우현이 양의 y축이며 중

력의 반대방향이 양의 z축으로 하는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좌표계의 원점은 선체 중심면(center plane)과 중앙면(midship) 

그리고 자유 수면(free surface)이 만나는 점에 위치한다. 계산 

영역은 원점에서 선수부 방향으로 1.5LPP, 선미부 방향으로 2LPP 

이며 폭 방향으로 1.5LPP 이다. 선체에서 발생한 자유 수면이 계

산 영역의 입구, 출구 및 대칭 경계 조건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계산 영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천수 효과(shallow water effect)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방향으로는 자유수면으로부터 1.5LPP 이

며, 공기에 해당하는 영역의 높이는 1.0LPP이다. 본 연구에 사용

된 모든 물리량은 배 길이(LPP), 선속(VS) 그리고 밀도(ρ)로 무차

원 하였다.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은 

EVEN

Trim by Stern

Trim by Head
Zone I

Zone I

Zone I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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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g. 2 Computational domain and coordinate system

여기서  
 는 각 좌표축  

   방향 

평균속도 성분이고 p, RN 그리고 는 정압, 레이놀스 수 

그리고 Reynolds stresses를 나타낸다. Reynolds stress에 대한 

난류 종결(turbulent closure)을 위해 Reynolds stress model을 

사용하였다.

4.2 수치격자 및 계산조건

선체표면 및 공간격자 생성은 STAR-CCM+에 제공하는 트리

머(trimmed mesh)와 경계층 격자(prism layer)를 사용하였다. 생

성된 전체 격자수는 약 105만개로써 격자의 구성은 Fig. 3과 같

다. 그림에서 보듯이 트리머는 유동 특성이 복잡한 영역에서 격

자를 조밀하게 구성하며, 단순한 영역에서 격자의 크기를 크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격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격자가 

다면체(polyhedron)인 특성을 지닌다. 트리머에 따라 만들어진 

다면체 격자에서는 물리량의 공간 구배(spatial gradient)를 계산

함에 있어 2차 정확도를 위해 최소 자승법(least square method)

을 사용해야 하며, 격자 수준이 변하는 영역에서 격자의 면을 통

과하는 플럭스(flux)를 내삽할 때 공간 차분 정도가 감소하는 단

점이 있다. 따라서 전단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벽면 근처에서 

트리머를 적용할 경우 저항 값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체 주변에 경계층 격자를 적용하였다. 

총 6개의 경계층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첫번째 경계층 격자는 선

체 전체의 y+ 평균값이 30~40이 되도록 하였으며, 벽함수(wall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양질의 경계층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 선

체 갑판부에는 경계층 격자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갑판에 작용하

는 힘은 공기에 의한 전단력으로 전체 저항에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갑판에 경계층을 생성한 경우와 생성하지 않은 경우의 

힘의 차이는 전체 저항값의 0.1% 미만이다.

Fig. 3 Numerical grid employed for calculations

자유 수면을 고려하기 위해 VOF(volume of fluid)를 사용하여 

다상 유동을 모델링 하였다. 유동장 계산은 동적 트림을 고려하기 

위해 STAR-CCM+에서 제공하는 DFBI (dynamic fluid body 

interac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 DFBI 기법은 선체의 자세 변화에 

따라 계산 영역 전체가 이동 및 회전하는 방법으로, 선체의 

sinkage는 계산 영역 전체의 z 방향 수직 이동으로 나타나며 트림

은 계산 영역 전체의 y 방향 회전으로 나타난다. 계산 시간 간격

(time interval)은 ∆t=0.02를 적용하여 총 90초까지 계산을 수행하

였다. 매 시간 간격에서 5회의 내부 계산을 반복하였다. 초기 조건

에 따른 자세 오차를 배제하기 위해 계산 1초 후부터 선체에 작용

하는 힘과 모멘트를 통해 선체의 동적 자세 변화를 고려하도록 설

정하였다. 선체의 동적 자세를 고려함에 따라 90초까지 계산을 수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항값이 완전히 수렴하지 않은 경우가 있

는데, 이 경우 마지막 10초 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평균값

을 계산하는 시간에 따른 오차는 약 0.3% 미만이다.

난류 모델은 Reynolds stress model을 적용하였고, 입구 경계 

조건은 고정 속도 조건 (Vin=VM)및 자유 수면 높이 고정 조건(z=0)

을 사용하였다. 동적 자세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계산 영역의 위쪽 

및 아래쪽 면에서 속도가 유입되도록 입구 경계 조건과 마찬가지

로 고정 속도 조건을 적용하였다. 계산 영역의 측면에 대해서는 

대칭 (symmetry) 경계 조건을 부과하였다. 

4.3 수치해석 분석

상용코드인 STAR-CCM+를 사용하여 흘수1과 2에 대하여 6가

지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은 초기조건에 따라 자유표면과 동적

자세를 모두 고려하였다. STAR-CCM+는 Fluent, ,CFX, 

STAR-CD 등과 유사하게 유한 체적 기법(finite volume method)

을 사용하는 유동 해석 프로그램이다. STAR-CCM+의 경우 다각

형 면을 지원함으로써 다면체 격자(polyhedral mesh)나 트리머 

격자(trimmed/embedded mesh)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트리머 격자의 경우 작은 수의 격자를 사용하여 선체 주변

Flow



draught     Initial condition

pressure 

resistance 

coefficient

CPx10
3

pressure 

resistance(%)

frictional 

resistance 

coefficient

CVx10
3

frictional 

resistance(%)

draught 1

trim by head 2.3863 102.5 17.3678 99.6

EVEN 2.3288 100.0 17.4431 100.0

trim by stern 3.4988 150.2 17.5989 100.9

draught 2

trim by head 2.7314 76.7 16.0043 99.2

EVEN 3.5594 100.0 16.1373 100.0

trim by stern 4.2346 119.0 15.9849 99.1

의 자유 수면을 수치 해석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STAR-CCM+에

서 제공하는 DFBI 기법은 격자 변형없이 계산 영역 전체를 평행 

및 회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선체에 작용하는 저항 예측에 있

어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한다.

1단계

Table 2는 6가지 조건에 대하여 압력저항과 마찰저항을 분석

한 결과이다. 마찰저항은 흘수1, 2 모두 최대 약 1% 내에서 차이

를 보였다. 반면, 압력저항은 흘수1의 경우 EVEN을 기준으로 

2.5%에서 50%까지, 흘수2는 EVEN을 기준으로 -20%에서 20%

까지 차이를 보였다. 조건에 따라 총 저항의 차이는 압력저항 성

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흘수1, 2에 대하여 초기조건 별로 

압력저항 분석을 위해서 Fig. 4와 Fig. 5에 선체표면에 작용하는 

동적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흘수1, 2에 대하여 초기조건 별로 

선수부와 선미부의 압력분포에 다소 차이를 보이나, Table 2의 

압력저항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기에는 불가능하다.

Table 2 Comparison of RTM by numerical analysis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Fig. 4 Comparison of pressure resistance on the hull surface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Draught 1)

Fig. 5 Comparison of pressure resistance on the hull surface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Draught 2)

draught 1, trim by head

draught 1, EVEN

draught 1, trim by stern

draught 2, trim by head

draught 2, EVEN

draught 2, trim by stern



draught 1 draught 2
Trim 
by 

head

EV
EN

Trim 
by 

stern

Trim 
by 

head

EV
EN

Trim 
by 

stern

ZONE 

1
② ① ③ ① ② ③

ZONE 

2
② ① ③ ① ② ③

ZONE 

3
② ③ ① ③ ② ①

ZONE 

4
② ① ③ ① ③ ②

ZONE 

5
① ② ③ ② ① ③

draught 1

fore-body

(F.E.~ST.10)

aft-body

(ST.10~A.E.)
선수
트림

EV
EN

선미
트림

선수
트림

EV
EN

선미
트림

ZONE 2 73.13 72.92 72.89 -70.73 -70.63 -70.39

ZONE 4 16.68 16.87 17.42 -19.23 -19.87 -19.77

Fig. 6 Sketch for small regions divided according to draught and longitudinal direction of hull surface

2단계

흘수1,2에 대하여 선체 높이 방향으로 초기조건 별로 ZONE 

1에서 5까지 압력저항을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세로

축의 (+)는 전체 압력저항에 대하여 저항증가 기여 분이고, (-)

는 저항감소 기여 분이다.

흘수 별로 세가지 트림조건에 대하여 각각의 ZONE들이 저

항감소에 기여한 큰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Table 3과 같다. ①

은 저항감소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 ③은 저항감소에 가장 

적은 기여를 한 것을 나타낸다. 흘수1은 ZONE 4가 EVEN의 저

항감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흘수2는 

ZONE 2,4가 선수트림의 저항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다. 특히, 자유표면에 가까운 ZONE4가 저항성능을 좌우하

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Comparison of the pressure resistance on 

the each zone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of draught 1

Fig. 8 Comparison of the pressure resistance on 

the each zone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of draught 2

Table 3 Ranking contributed to the resistance decrease

분석의 표준화를 위해서 2번째 단계에서는 Fig. 6처럼 선체 

높이 방향으로 설계흘수를 기준으로 선체 바닥까지 균등하게 4

등분(ZONE1~4)하고 나머지를 ZONE 5로 하였다.

3단계

저항증가 성분 중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한 ZONE 2,4에 

대하여 선체 길이 방향으로의 압력분포를 비교하였다.  Table 

4는 흘수1에 대하여 선수부와 선미부를 분리해서 초기조건 

별로 압력저항을 나타낸 것이고, Fig. 9와 Fig. 10은 선체길이

를 1 Station 간격으로 나누어 선체 길이 방향으로 미소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저항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세로축의 (+)는 

저항증가, (-)는 저항감소 기여분 이다. Table 4에서 흘수1의 

Table 4 Comparison of the pressure resistance on 

fore-body and aft-body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for ZONE2 and ZONE4 of draught 1

FP10 155AP

ZONE 5

ZONE 4

ZONE 3

ZONE 2

ZONE 1

흘수1

흘수2



draught 2

fore-body

(F.E.~ST.10)

aft-body

(ST.10~A.E.)
선수

트림

EV

EN

선미

트림

선수

트림

EV

EN

선미

트림

ZONE 2 55.34 55.25 55.32 -53.99 -53.66 -53.43

ZONE 4 13.18 14.14 14.79 -13.97 -14.37 -15.07

ZONE 2는 선수부와 선미부에서 초기조건 별로 약 0.3%로 저

항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이 Fig. 9에서도 

Station 별로 어떤자세에서 저항이 더 큰지 적은지가 명확히 구

분되지 않는다. Table 4의 ZONE 4를 보면 선수부에서는 선수

트림의 저항이 선미트림 대비 약 4.5% 적고, 선미부에서는 

EVEN의 저항이 선수트림보다 약 3% 적다. Fig. 10을 보면 

19.0~F.P.에서 선수트림의 저항이 상당히 적게 작용하였고, 

17.0~18.0과 18.0~19.0에서는 선수트림의 저항이 크게 작용

하였지만 나머지 선수부 전 영역에서 저항이 적게 작용하였다. 

선미부에서는 1.0~A.P와 A.P.~A.E.에서 선미트림의 저항이 

적게 나타났다. 

Fig. 9 Comparison of the pressure resistance on 

the region divided along to hull surface of 

ZONE2 for draught 1

Fig. 10 Comparison of the pressure resistance on 

the region divided along to hull surface of 

ZONE4 for draught 1

Table 5는 흘수2에 대한 것으로 ZONE 2는 선수부와 선미부 

모두 트림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현상이 Fig. 11의 

ZONE 2에 대한 길이 방향의 압력 분포에서도 잘 나타났다. 반

면, ZONE 4는 선수부에서 선수트림이 선미트림보다 저항이 약 

12% 적게 나타났고, 선미부에서는 선미트림의 저항이 약 7% 

정도 적게 나타났다. Fig. 12를 보면 17.0~18.0과 18.0~19.0

를 제외한 선수부 전 영역에서 선수트림이 다른 조건들 보다 

Station 별로 저항이 적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선미부는 

1.0~A.P와 A.P.~A.E.에서 선미트림이 다른 조건들 보다 

Station 별로 저항이 적게 작용하였다. 흘수와 길이방향으로 나

누어진 미소영역에 작용하는 압력분포는 동일배수량에서 초기

자세 별로 저항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로 사용가

능 하다고 본다.

Table 5 Comparison of the pressure resistance on 

fore-body and aft-body according to trim 

conditions for ZONE2 and ZONE4 of draught 2

Fig. 11 Comparison of the pressure resistance on 

the region divided along to hull surface of 

ZONE2 for draught 2

Fig. 12 Comparison of the pressure resistance on 

the region divided along to hull surface of 

ZONE4 for draught 2

5. 결 론

흘수1과 2의 선수트림, EVEN 그리고 선미트림에 대하여 저

항시험을 수행하였다. 트림조건 별로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물

리량과 선측파형 분석 등을 통해서는 정성적 경향 추정은 가능



하나, 명확한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배수량-트

림자세 별 저항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고, 해석과정에서 선체를 미소영역으로 나누어 표준화된 방법

을 도입하였다.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배수량에서 트림자세 별 저항의 차이는 마찰저항 성

분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압력저항 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나

타났다. 

2) 분석의 표준화를 위하여 선체 높이 방향으로 균등하게 등분

을 하여 압력저항 성분을 분석하였다. 흘수 방향으로 어느 

영역에서 저항 증감이 발생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3) 선체 높이 방향으로 저항에 기여가 큰 영역에 대하여 선체 

길이 방향으로 20등분을 하여 압력저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느 미소영역에서 저항이 크고 작은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4) 이 분석방법 중 Fig. 9~12는 선형설계 과정에서 어느 영역

이 저항의 증감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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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객선의 저항저감을 위한 선수벌브 설계에 관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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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ndamental Study on Bulbous Bow Design for the Resistance 

Reduction of Domestic Passenger Ships
Jin-Won Yu, Young-Gill Lee and Young-Ho Park

요 약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선박 운항 비용이 계속 증가와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은 국내 항구를 기점으로 중국, 일본

등을 운항하는 단거리 국제항로와 제주 항로를 이용하여 여객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여객선사의 재무상황에 불리하게 작용

하고 있다. 유럽 등의 국외 해운업체들은 거위목 벌브(Goose neck bulb)를 활용하여 여객선의 저항성능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

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중에는 거위목 벌브의 적용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

객선을 대상으로 거위목 벌브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였다. 국내 항구를 기점으로 하는 단거리 국제항로에 운항하는 여객선을 기

준으로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선형을 설계하고,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저항성능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Keywords : Passenger ship(여객선), Hull form design(선형설계), Gooseneck bulb(거위목 벌브), Resistance performance(저항 성능)

1. 서 론

최근 계속되는 유류비의 상승으로 선박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

고 있으며, 이는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업체의 재무상황에 악화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항구를 기점으로 중국, 일본 등을 

운항하는 단거리 국제항로와 제주 항로를 이용하여 여객 운송사

업을 하고 있는 국내 여객선사의 경우,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여

객선 운영비가 증가와 저가 항공사의 등장으로 해마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여객선사의 재무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 예로, 2012년에 부산-제주 

간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여객선사가 여객선의 매각과 함께 여객

운송면허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항성능이 우수한 경저적인 선형의 확

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여객 페리 등과 같은 

선박의 동향을 보면, 구상선수로 거위목 벌브(Gooseneck bulb)

가 주로 적용되고 있다.

거위목 벌브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비교적 고속 선박에 일반

적으로 달려 있는 높은 벌브(High nose bulb)에 비하여, 거위목 

벌브가 좀 더 저항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Heimann and Harries 2003, Maisonneuve et al. 2003, 

Valdenazzi et al. 2003, Heimann 2005, James 2006, Dominic 

2007, Yu et al. 2010). 또한 외국의 일부 여객선의 경우, 저항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벌브가 달려있는 선수부를 잘라내고 

거위목 벌브 선형으로 선수형상을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Kim, 2011).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중에서 거위목 벌브가 

적용되어 있는 여객선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단거리 국제 항로 

또는 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여객선들을 보면, 길이 150 

~180m의 중형여객선(Jang et.al. 2003)에 속하며,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1990년대에 일본에서 건조되어 중고선박

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운항하고 있다. 거위목 벌브의 적용이 국

내 여객선의 저항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를 기점으로 단거리 국제 항로를 운

항하고 있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거위목 벌브를 적용하고 저항성

능의 변화를 파악한다. 거위목 벌브를 적용하여 저항성능이 개선

된 선수 선형을 개발하기 위한 공개된 참고자료가 매우 부족하

여, Heiman (2005)과 Yu et al.(2010)이 연구한 거위목 벌브 형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상을 국내 여객선에 적용하여 저항성능을 파악한 후, 국내 여객

선의 주 선체와 거위목 벌브의 상호작용 효과가 재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거위목 벌브의 국부적인 형상을 개선하였다. 저항성능

은 밀도함수법(Marker-density method)을 이용하여 작성된 전산

프로그램으로 선체 주위 유동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Lee 2008)

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기존 여객선형과 거위목 벌브 적용 선

형의 저항성능 변화 결과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여객선의 저항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선수선형설계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

하고자 한다. 

2. 대상선형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단거리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여객선사의 여객선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설계 속력이 가장 빠른 여객선(선명 : Oriental pearl VI)을 

본 연구의 기준선형(Reference hull)으로 선정하였다. 기준선형은 

인천(대한민국)과 단동(중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선이며,  

기준선형에 관한 자료는 단동국제항운 유한공사(Dandong int' 

ferry Co.,Ltd)로부터 제공받았다.

기준선형의 형상은 Fig. 1과 같으며, 주요요목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LB는 벌브의 최대길이, BB는 벌브의 최대 폭, 

ZB는 벌브의 높이방향 중심위치를 나타낸다.

Fig. 1 perspective view of the reference hull

Table 1 Principal parameters of the reference hull

LBP (m) 156.00

B (m) 22.00

T (m) 6.00

LB (m) 6.29

BB (m) 3.18

ZB (m) 2.87

▽ (m
3
) 10519.74

WSA (m
2
) 3600.10

CB 0.512

Speed 25.5 Knots (Fn=0.333)

수치시뮬레이션과 유효마력 추정식을 이용하여 기준선형의 저

항성능 파악하였다. 수치시뮬레이션은 밀도함수법을 이용한 직사

격형 격자계에에서 모형선 크기(축적비 1:75)에 대하여  약 

3,600,000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기본 좌표계는 FP

를 원점으로 선체 길이방향을 x축, 선체 중심면으로부터 폭 방향

을 y축, 수선면을 기준으로 연직 상방향을 z축으로 사용하였다. 

선체주위 격자의 크기를 작게 하고, 벌브 근처의 X 방향 격자수

와 자유수면 근처와 선체의 곡률이 큰 위치에 Z 방향 격자의 수

를 집중시켜 계산의 정도를 높였다. 선박의 항주자세가 고려되지 

않은 만재 even keel 상태와 설계속도(Fn=0.311)에서 계산을 수

행하였다.

설계속력에서 추정한 유효마력(effective horsepower; EHP)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치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얻어진 

압력저항계수(CP)와 ITTC 1957 Line을 통한 마찰저항계수(CF)로 

기준선형의 유효마력을 추정하였다. 유효마력 추정식으로 

Holtrop & Mannen method를 이용하였고, 기준선형에 탑재되어

있는 주기관으로부터 추진효율(0.65)과 Sea margin(10%)을 가

정하여 유효마력을 산출하였다. 추정 유효마력이 서로 근접한 결

과를 보이고 있으며, 설계속력에서 기준선형이 받는 전체 저항 

중에서 조파저항의 비율이 약 4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Table 2 Estimated effective horsepower of the reference hull

EHP(PS) (at 25.5Knots)

Numerical simulation
13250

(CP:0.908, CF:1.430 ×10
-3
)

Holtrop & Mannen method 16021

from main engine 14359

3. 거위목 벌브 적용 선형개발

3.1 선형개발(1차)

기준선형에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선형은 Heiman (2005)과 

Yu et al.(2010)이 연구한 거위목 벌브 형상을 참고하여 설계하

였다. Yu et al.(2010)의 연구내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설계선형

의 명칭을 KF(GB01)로 명명하였다.

참고한 거위목 벌브는 유럽 페리선형(LBPxBxd=122.74x19.2x 

5.046m)에 적용된 벌브이며, 기준선형과 유럽 페리선형의 길이, 

폭, 높이 각 방향별 주요 치수의 차이 비율만큼 벌브 치수를 변

화시켜 KF(GB01)을 설계하였다. Yu et al.(2010)의 연구결과에

서 거위목 벌브의 최대 폭과 저항성능의 변화가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어, KF(GB01)의 벌브 최대 폭을 각각 10%, 20%, 30%감

소시켜 KF(GB02), KF(GB03), KF(GB04)를 설계하였다.

기준선형과 설계선형들의 벌브주요요목(FP 이후 부분) 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ABT은 벌브의 횡단면적을, ABL은 

벌브의 종단면적을, ∇PR은 벌브의 체적을 각각 나타낸다.



Reference KF(GB01) KF(GB02) KF(GB03) KF(GB04)

LB(m) 6.10 6.71

BB(m) 3.18 3.72 3.33 2.96 2.70

ABT(㎡) 11.71 12.62 11.82 11.06 10.44

ABL(㎡) 25.64 34.52

∇PR(㎥) 51.94 81.24 73.55 65.74 58.56

Table 3 Bulb parameters of the hull forms

Fig. 2 Sectional area curves of the hull forms

Fig. 3 Ship lines of the hull forms

각 선형들의 선수부 횡단면적 곡선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벌

브 체적의 변화량만큼 선수부의 체적을 변화시켜, 선박전체의 배

수용적이 변화를 최소화하였다. 기준선형과 설계선형들의 형상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벌브의 형상 변화에 따는 선수부 저항성능의 상대적인 변화량

만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선형들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은 선체 

전반부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벌브와 선수 일부분만을 

제외하고 기준선형과 설계선형들의 선체 형상이 거의 동일하므

로 선미 부분의 압력저항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

미부의 저항성능은 기 수행된 기준선형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

의 선미부 계산 결과를 활용하였다.  선체 중앙 이후 부분부터 

선미끝단까지 단면형상을 동일한 기둥 같은 형태로 처리하여  x

방향 힘의 성분이 걸리지 않게 하였다. 후류 부분의 계산영역을 

제외함으로서 약 1,800,000개의 격자를 사용,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그 외 계산영역 및 계

산 조건은 기준선형의 수치시뮬레이션 조건과 동일하게 하였다.

선체표면에서의 선측파형(Wave profile)을 Fig. 4에서 비교하

였다. 설계선형들은 기준선형보다 선체 앞에서 파고가 더 높은 

파도가 발생하지만, 주 선체의 선수부가 접하는 수면의 높이는 

낮다. 설계선형들의 선측파형만을 비교하여 보면, 벌브의 최대 

폭과 체적이 작아지는 순서대로 생성된 파도의 최대파고가 낮아

지는 Yu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Fig. 5에서 보여지고 있는 파형분포(wave 

height contour)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거위목 벌브를 적용함으

로서 발산파(divergent wave)가 감소하였고, 벌브의 최대 폭과 

체적에 따라 발산파 감소효과가 달라지고 있다.

Fig. 4 Wave profiles along the hull surface of the hull 

forms

거위목 벌브를 적용하면, 벌브 부근에서는 파도를 생성하는데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주 선체의 선수부에서는 접하는 수면 

높이의 감소로 주 선체가 받는 저항이 감소된다. 에너지 손실량

과 저항 감소량은 벌브의 폭과 체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벌

브의 폭과 체적이 클 수록 벌브 부근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크지

만, 선수부에서 받는 저항 감소량도 크다. Yu et al.(2010)가 연

구한 유럽 페리선형의 경우, 거위목 벌브 차제의 저항 증가량 보

다 주 선체가 받는 저항 감소량이 더 커서 선박 전체의 저항성능

이 개선되었다. Fig. 6에 나타나있는 기준선형과 설계선형들의 

선체표면 압력저항 분포를 보면, 거위목 벌브 적용으로 선수부에

서는 압력저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위목 



Fig. 5 Wave height contours around the hull forms

Fig. 6 Pressure resistance distribution of the hull forms

벌브 자체에서 압력저항이 높게 받는 부분이 기준선형의 벌브에 

비하여 넓게 분포하고 있어 거위목 벌브에 의한 저항성능 개선효

과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Fig. 7 Pressure resistance change rate of the gooseneck 

bulb hulls

벌브의 폭과 압력저항 변화의 상관관계를 Fig.7에 나타내었다. 

가로축은 벌브의 폭비(CBB)로 벌브의 최대 폭을 주 선체의 폭으

로 나눈 무차원 값이다. 세로축은 기준선형에 대한 각 선형들의 

압력저항 변화율로 (-)값은 기준선형보다 저항성능이 개선된 것

을 의미한다. 벌브 최대폭이 감소함에 따라 압력저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KF(GB01)과 KF(GB02)경우, 벌브 자체의 저항 

증가량이 커서, 기준선형보다 오히려 압력저항이 증가하였다. 

KF(GB03)은 거위목 벌브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감소 효과와 벌

브자체의 저항증가량이 거의 같아 기준선형과 압력저항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KF(GB04)는 다른 설계선형들보다 벌브 

자체의 저항증가량이 크지 않아, 기준선형보다 조금은 저항성능

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3.2 선형개발(2차)

기준선형의 저항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거위목 벌브를 적용

한 선형들을 설계하였지만, 저항성능이 오히려 나빠지거나 저항

성능의 개선효과가 크기 않다. 이는 Yu et al.(2010)에서 연구되

어진 유럽 페리선형이 기준선형과 선속과 선형이 다르지만, 주 

선체의 길이, 폭, 흘수 차이에 따른 보정만을 수행한 거위목 벌

브를 기준선형에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기준선형에 적합한 거위목 벌브를 도출하기 위하여 앞서 설계된 

선형의 거위목 벌브 형상을 보정하였다. KF(GB04)의 경우, 기준

선형보다 저항성능이 조금 개선되었지만, 저항성능과 더불어 내

항성능 역시 중요시되어지는 여객선에 적용하는 데 있어, 벌브의 

체적이 너무 작으면 내항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저항성능이 기준선형에 근접한 KF(GB03)의 거



위목 벌브 형상을 보정하였다. 기준선형의 벌브 단면형상은 ∇타

입인데 비하여, KF(GB03)은 O타입의 단면형상을 가진 거위목 

벌브가 적용되었다. KF(GB03)의 벌브 최대 폭, 체적, 측면형상, 

횡단면적을 변화시키지 않고, 기준선형의 벌브 단면형상을 참고

하여, 벌브의 단면형상을 ∇타입으로 되도록 KF(GB03M)를 설계

하였다. Fig 8에 KF(GB03M)의 벌브 단면형상을 KF(GB03)와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8 Ship lines of the KF(GB03) and KF(GB03M) hulls

Fig. 9 Wave profiles along the hull surface of the of the 

KF(GB03), KF(GB03M) and the reference hull

Fig. 10 Wave height contours and pressure resistance 

distribution of the KF(GB03M)

다른 설계선형들과 동일한 계산조건을 가지고,  KF(GB03M)

의 선체 전반부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9의 

선측 파형을 보면, KF(GB03)에 비하여 벌브에서 파고가 더 높은 

파도가 발생하고, 주 선체의 선수부가 접하는 수면의 높이가 낮

아졌다. Fig. 10의 파형분포에서 발산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KF(GB03M)의 선측파형, 파형분포 계산결과는 벌브 폭이 가장 

큰 KF(GB01)의 수치시뮬레이션 결과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Fig. 10에서 보여주고 있는 KF(GB03M)의 벌브 부분 압력저항 

분포는 KF(GB03)의 결과에 근접한다. 거위목 벌브에 의해 발생

하는 저항감소 효과와 벌브자체의 저항증가량이 거의 동일했던 

KF(GB03)과 비교하여, 거위목 벌브로 벌브 자체의 저항이 더 이

상 증가하지는 않고, 수면 높이의 감소로 주 선체가 받는 저항과 

발산파가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벌브의 

단면형상을 ∇타입으로 하여, 수선면 근처에서의 국부적인 벌브 

폭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Fig. 11에와 같이  KF(GB03M)은 벌브의 최대 폭

에 따른 저항성능 변화 경향에서는 벗어났지만, 기준선형에 비하

여 압력저항이 약 10%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1 Pressure resistance change rate of the gooseneck 

bulb hulls include KF(GB03M)

4. 결 론

국내를 기점으로 단거리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중형여객선의 

저항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거위목 벌브가 적용된 선형을 설계

하고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저항성능 개선 정도를 파악하

였다.

현재 운항중인 중형 여객선을 기준선형으로 선정한 후, 기존

에 연구되어진 유럽 페리선형을 참고하여 기준선형에 거위목 벌

브를 적용하였다.

거위목 벌브의 폭을 변화시켜 몇 가지 선형을 설계하여 저항

성능을 파악한 결과, 벌브의 최대 폭이 클수록 수면 높이의 감소

로 주 선체가 받는 저항과 발산파가 감소하지만, 벌브 부분에서

의 압력저항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저항성능이 기준선형의 결과에 근접하는 거위목 벌브 선형을 

대상으로 벌브의 단면 형상을 ∇타입을 보정하여, 수선면 근처에

서의 국부적인 벌브 폭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벌브 자체의 

압력저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주 선체가 받는 저항의 감소

효과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거위목 벌브의 적



용 및 단면형상 보정으로 기준선형에 비하여 압력저항이 약 

10%(전 저항 약 4%)감소하는 선형을 도출하였다.

거위목 벌브의 크기에 따라 주 선체와 벌브에 걸리는 저항의 

균형을 이루면 좀 더 저항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추후 주 

선체의 선형 개선과 벌브의 최적 요소 산출을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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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의 반류분포 추정에 관한 기초연구
강봉한(인하대학교), 이영길(인하대학교), 하윤진(인하대학교)

Fundamental Study on the Prediction of Wake Distribution 

for a Full Scale Ship
Bong-Han Kang, Young-Gill Lee, Yoon-Jin Ha

요 약

수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모형선과 실선 주위의 유동장을 비교 분석하여 모형선의 유동장 결과를 이용한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

하기 위하여 모형시험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KRISO 138K LNG Carrier(KLNG)와 KRISO 300K VLCC2(KVLCC2)를 대상선형으로 선정하

였다. 수치계산은 각 선형들의 설계속도에서 수행되었으며 난류모델에 따른 유동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모형선의 수치계산에 흔히 사

용되는 Realizable k-ε 난류모델과 실제 유동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알려진 난류모델인 Reynolds stress model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

였다. 공개되어 있는 MOERI반류계측 실험결과와 인하대학교 선형수조에서의 수행한 반류계측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에

서 얻어진 유동 특성을 검증하였고 모형선의 유동장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실선 추진기면에서의 반류분포를 추정하였다. 실선의 반류분

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레이놀즈 수에 따른 마찰저항의 차이를 보정하여 주는 ITTC 유효반류 추정방법을 참고하여 마찰저항곡선의 함수

형태와 같은 함수형태를 이용하여 실선의 레이놀즈 수까지 외삽하여 추정하였고 기존의 실선 반류분포 추정방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실

선계산에서의 반류분포와 더욱 근접하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Keywords : Wake prediction(반류추정), Full scale ship(실선), Flow characteristic(유동특성), GEOSIM model(상사모형선), Scale effect(축척

효과)

1. 서 론

최근 IMO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3%를 차지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이도

록 의무화하고, 2013년부터 선박제조연비지수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하면 운항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조될 배들은 기존의 선박보다 저항 및 추진 성

능의 향상이 필요해 졌고 우수한 저항 성능을 가진 선형을 개발

하거나 선체표면에 부가물을 부착함으로써 반류분포를 변화시켜 

선형의 유체역학적 성능 향상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보

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Wie and Kim, 2012; Lee et al. 

2011; Park et al. 2009). 근래의 선형과 같이 높은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를 가지는 대형 선박들은 레이놀즈 수에 의한 

축척효과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 선박주위의 유동은 모형시험

에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축척효과에 기인한 선

체주위의 유동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축척비가 다

른 기하학적으로 상사된 모형선들의 실험결과를 비교하는 방법

(Garicia-Gomez, 2000)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수치해석 

기법과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수치시뮬레이션을 이

용한 실선 크기의 선체주위 유동해석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Choi et al. 2011; Kim et al. 2011). 실선에 대한 난류 유동

장 해석을 위한 모델링 방법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수

치계산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실선 계측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Yang et al. 2010), 실선에 대한 수치해석 

기법은 모형선에 대한 수치해석 기법에 비해 그 활용도가 떨어지

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수치시뮬레이션 방법들은 

모형선 정도 크기의 비교적 낮은 레이놀즈 수에서 그 계산결과가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탕

으로 선박의 저항 및 추진성능 평가 및 추진기를 설계하는데 기

초자료로 흔히 사용되는 실선 프로펠러 면에서의 반류분포 추정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모형선과 실선 

주위의 유동장을 비교 분석하여 모형선의 유동장 결과를 이용한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난류모델에 따른 유동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모형선의 수치계산에 흔히 사용되는 

Realizable k-ε 난류모델과 실제 유동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알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려진 난류모델인 Reynolds stress model을 비교 분석하였다. 축

척비가 다른 상사모형선 주위 유동장을 해석하고 서로 비교하여 

축척효과를 확인하였고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른 유동장이 

변화하는 경향을 파악하였다. 상사모형선들을 이용한 수치시뮬레

이션 결과로부터 추정한 실선의 반류분포와 실선에 대한 계산

(Yang et al. 2010)의 반류분포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모형선으

로부터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하는 기법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2. 대상선형과 모형선 계산조건

수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모형선과 실선 주위의 유동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모형시험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KRISO 

138K LNG Carrier(KLNG)와 KRISO 300K VLCC2(KVLCC2)를 대

상 선형으로 선정하였고, 레이놀즈 수에 따른 상사모형선 주위 

유동장을 서로 비교하여 축척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3가지 축척

비를 가지는 상사모형선에 대하여 설계속도에서 수치계산을 수

행하였다. 대상선형들의 주요요목을 Table 1과 Table 2에 정리

하였다. 

KLNG Full-scale Model

Scale 

ratio
1 1/34 1/69 1/103

LWL(m) 263.866 7.761 3.824 2.562

B(m) 42.6 1.253 0.617 0.414

T(m) 11.3 0.332 0.164 0.11

Froude 

No.
0.1964

Reynolds  

 No.
2.24⨯10

9
9.07⨯10

6
3.14⨯10

6
1.72⨯10

6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KLNG

Table 2 Principal particulars of KVLCC2

KVLCC2 Full-scale Model

Scale 

ratio
1 1/58 1/100 1/160

LWL(m) 325.5 5.612 3.255 2.034

B(m) 58 1 0.58 0.363

T(m) 20.8 0.359 0.208 0.13

Froude 

No.
0.141

Reynolds  

 No.
2.13⨯10

9
5.88⨯10

6
2.6⨯10

6
1.28⨯10

6

좌표계와 격자계로는 유동의 진행 방향을 X축, 선체의 폭 방

향을 Y축, 그리고 선체의 수직 상방을 Z축으로 하는 우수 좌표계

로 격자를 생성하였고, 유입면은 선체로부터 배 길이의 1배, 유

출면과 폭 방향 경계면은 선체로부터 배 길이의 1.5배만큼 떨어

지게 하였다. 좌표계의 원점은 선체의 중앙 횡단면과 중앙 종단

면, 그리고 선체의 설계수선면이 서로 만나는 점으로 하였다. 격

자수는 KLNG선형은 약 70만개, KVLCC2선형은 약 150만개 정

도 사용하였으며 계산들에 사용된 격자계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내었고, 계산에 사용된 격자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수치계산은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

여 진행되었다. 

지배방정식들로는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이 채

용되었으며, 속도-압력 연성은 SIMPLE(Semi-Implicity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되었

다. 지배방정식 중의 대류항은 2차 상류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

화 되었으며, 자유수면의 위치는 Volume Of Fluid(VOF)법을 이

용하여 정의되었다.

KLNG Model

Scale 

ratio
1/34 1/38.6364 1/69 1/103

No. 

of cells
about 7*10

5

y+ 10

Table 3 Grid information of numerical simulations

Table 4 Grid information of numerical simulations

KVLCC2 Model

Scale ratio 1/58 1/100 1/160

No. 

of cells
about 1.5⨯10

5

y+ 80

Fig. 1 Grid system (a)KLNG (b)KVLCC2



3. 수치시뮬레이션 결과

3.1 KLNG 상사모형선 계산결과

반류 분포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1/38.6364의 축척비

를 가지는 모형선에 대해 Realizable k-ε(RKE) 난류모델을 사용

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Fig. 2에 수치 계산과 모형 

시험의 결과로 얻은 추진기면에서의 축방향 속도 성분 분포를 서

로 비교 하였다. 각 방향의 길이를 배의 길이로, 각 방향의 속도

는 유입속도로 무차원화 시켰다. Fig. 2를 보면, 빌지 보오텍스에 

의한 반류 분포에서의 갈고리 모양이 다소 약하게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접선방향 속도벡터에 회전하는 보오텍스가 수치

계산에서 실험에 비해 약간 높게 위치하고 있지만 비교적 실험결

과와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체 주위의 유동장에 

대한 수치 계산의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상사모형선들에 대한 유

동장 계산 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Fig. 2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contour and 

velocity vector(KLNG 1/38.6364scale)

Fig. 3 Comparison of velocity profile on the propeller 

plane(KLNG 1/38.6364scale)

Fig. 4 Axial velocity and velocity vector 

at the St. 1(KLNG)

각 z/L 위치에서 축방향 속도 분포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추

진기의 r/R이 0.3에서 1이 되는 지점을 사각형으로 표시하였고 

MOERI의 예인수조 실험 자료 및 유동장 해석 코드인 WAVIS를 

사용해 얻은 수치해석 결과 그리고 Kim et al. 2006의 Fluent 계

산결과와 비교하였다. Kim et al. 2006의 Fluent 계산결과는 자

유수면을 대칭면으로 근사한 이중모형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결

과이다. 사각형 내부영역에서 축방향 속도 분포는 실험결과와 대

체로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추진기 허브 근처인 r/R이 

0.3이하는 Fluent 계산의 경우 낮은 속도 영역을 제대로 시뮬레

이션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Kim et al. 

2006). 다만, z/L=-0.015에서 폭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실험결과

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폭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격자가 성기

게 생성된 것이 원인이라 생각되고 격자를 좀 더 조밀하게 생성

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Fig. 4는 St.1에서의 축방향 속도 

분포와 속도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선체 중앙 횡단면에 비해 더

욱 오목해진 선체의 측면을 따라 회전하는 성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빌지 보오텍스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회전하

는 유동에 의해 경계층 안에 존재하는 운동량이 적은 유체가 매



우 낮은 속도를 가지며 모이게 됨을 알 수 있다(Van et al. 

2003). 이러한 빌지 보오텍스는 추진기가 존재하는 추진기면에

서 더욱 확실히 볼 수 있다. 모형선이 커질수록 즉, 레이놀즈 수

가 커질수록 경계층이 얇아지게 되어 축방향 속도의 등속선들이 

선체에 가깝게 형성되고 선체 하단부에서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

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체의 오목한 형상 근처에서 발생하

는 빌지 보오텍스로 인해 낮은 속도를 가지는 영역이 레이놀즈 

수가 커질수록 줄어들게 된고 빌지 보오텍스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함께 도시한 접선벡터로부터 알 수 있다. 

Fig. 5 Axial velocity and velocity vector 

at the propeller plane(KLNG)

Fig. 5는 다른 축척비를 가지는 KLNG 상사모형선들의 추진기

면에서의 축방향 속도 성분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모형선의 크

기가 커질수록 추진기 축 위치의 낮은 속도 영역이 줄어들고 St. 

1에서 관찰되었던 빌지 보오텍스에 의해 생성되는 갈고리 모양

의 축방향 속도 성분 분포가 완만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펠러면에서 갈고리 모양의 축방향 속도 분포는 선체 주위 유

동은 선미로 갈수록 오목한 선형으로 인해 역압력 구배가 생기게 

되고(Van et al. 2003) 유동이 선체를 따라 흐르지 못하고 떨어

져 나가는 것에 기인한다. 프로펠러면에서의 축방향 유속이 전반

적으로 매우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Realizable k-ε 

난류모델로 인해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유동장 형상

보다 갈고리 모양의 속도분포가 완만해져 선체의 깊이방향으로 

늘어진 것처럼 등속선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라 판단되고 실제 유

동장의 속도보다 느리게 추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3.2 KVLCC2 상사모형선 계산결과

선형에 따른 프로펠러면에서의 반류분포의 차이를 확인하고 

다양한 선형에 적용 가능한 실선의 반류분포 추정방법을 제안하

기 위해 방형계수가 뚜렷하게 차이나는 KVLCC2 선체주위의 유

동장을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계산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

해 상사모형선의 반류 계측실험 결과와 수치계산 결과를 비교하

였다. KVLCC2선형 1/160과 1/58의 축척비를 가지는 모형선들

의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모형 시험의 결과로 얻은 추진기면에

서의 축방향 속도 성분 분포를 서로 비교 하여 각각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다. 각 XYZ방향의 길이를 배의 길이로, 각 방

향의 속도는 유입속도로 무차원화 시켰으며 1/160크기의 

KVLCC2 모형선 유동장 결과는 프로펠러면을 확대하여 실험결과

와 유동 특성을 비교하였고 1/58크기의 KVLCC2 모형선 유동장 

결과는 프로펠러면에서의 전체적인 유동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Fig. 6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between present 

calculation and experiment(KVLCC2 1/160scale)

Fig. 7 Axial velocity contours and velocity vectors on the 

propeller plane of KVLCC2 hull(scale ratio : 1/58)



Fig. 6을 보면, 빌지 보오텍스에 의한 반류 분포에서의 갈고리 

모양이 비교적 실험결과와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고, 무차원화된 

유속 0.35이하인 낮은 유속에 해당하는 부분의 크기가 실험결과

와 계산결과에서 유사하다. 또한 프로펠러 허브가 위치하게 되는 

부분의 하단부에 낮은 유속까지 잘 포착하고 있으며 등속선들이 

밀집해 있는 위치도 서로 유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밀집된 

등속선들의 하단부를 보면, 실험결과와는 달리 계산결과에서 프

로펠러 쪽으로 등속선들이 말려 올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난류모

델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수치계산 결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보다 넓은 범위의 유동 특성을 비교하고 있는 

1/58크기의 모형선 유동장 결과인 Fig. 7을 보면, 등속선이 밀집

되는 위치가 실험결과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고 선미로 갈수록 

오목한 선형으로 인해 관찰되는 볼록한 축방향 속도분포의 크기

와 위치가 잘 시뮬레이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선면 

근처에서 빌지 보오텍스와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보오텍스도 

실험결과에서처럼 함께 관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a) Comparison of wake field at the St. 1 with 

different turbulence model (b) enlarged the propeller plane 

또한, 선형의 영향에 기인한 수선면 근처에서의 낮은 유속분

포를 관찰할 수 있고 이는 선미의 오목한 형상부분을 따라 위로 

흐르는 유동이 선체 중앙선을 따라 흐르는 유동과 만나면서 형성

된 약한 보오텍스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형태의 유동현상은 선미 

윤곽선이 선미에서 벌브 없이 위로 향하는 선형에서 흔히 관찰되

는 선미 양측의 보오텍스와 생성 메커니즘이 같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l. 2000).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선체 주위의 유동

장에 대한 수치 계산의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상사모형선들에 대

한 유동장 계산 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실선의 반류를 

정도 높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유동장의 형상과 근접한 유동

장 계산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가능하다. 선미부 근처에서의 

유동장은 점성의 영향이 큰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류모델에 

따라 그 유동장의 형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즉, 난류모델에 

따라 축방향 속도 성분의 분포가 달라지므로 실제 유동장의 형상

과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난류모델의 조사가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모형선의 수치계산에는 Realizable k-e 모델이 널리 사

용되고 있지만 저속비대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갈고리 모양

의 축방향 속도 성분을 제대로 시뮬레이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Realizable k-ε(RKE)모델보다 실제 현상을 더

욱 잘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는 난류모델인 Reynolds stress 

model(RSM)을 이용하였고 난류모델에 따른 유동장의 차이를 비

교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선체 근처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유동장을 비교하고 있는 

Fig. 8(a)를 보면, 선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볼록하게 형성되는 축

방향 속도 분포의 형상이 Realizable k-ε 난류모델에 비해 

Reynolds stress model 난류모델이 좀 더 강하게 시뮬레이션 되

고 레벨 15 등속선이 좀 더 선체 근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한편, 프로펠러면을 확대한 Fig. 8(b)에서는 난류

모델에 따른 유동장의 차이가 좀 더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특히 

레벨 3과 4 등속선을 보면, Reynolds stress model 난류모델이 

갈고리 모양의 축방향 속도분포를 명확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사모형선의 반류분포를 이용하여 실

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함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갈고리 모

양을 실제 현상에 근접하게 시뮬레이션하는 Reynolds stress 

model 난류모델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Fig. 9는 빌지 보오텍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 생각

되는 St. 1에서의 축방향 속도 분포와 속도벡터를 보여주고 있

다. 레이놀즈 수가 커질수록, 볼록하게 형성되는 축방향 속도분

포가 선체 가까이 형성되며 그 형상 또한 완만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선미 벌브 근방에서 나타나는 빌지 보오텍스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동이 선체를 따라 흐르지 못하고 떨

어져 나가는 빌지 보오텍스로 인하여 생성되는 낮은 유속 분포영

역이 줄어든다. 

Fig. 10은 다른 축척비를 가지는 상사모형선들의 추진기면에

서의 축방향 속도 성분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모형선의 크기가 

커질수록 추진기 축 위치의 낮은 속도 영역이 줄어들고 빌지 보

오텍스에 의해 생성되는 갈고리 모양의 축방향 속도 성분 분포가 

완만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미로 갈수록 오목한 선형으

로 인해 역압력 구배가 생기게 되고(Van et al. 2003) 유동이 선

체를 따라 흐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프로펠러면에서 갈고리 모

양의 축방향 속도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모형선의 크기

가 커질수록 레이놀즈 수가 커지게 되므로 점성 경계층이 얇아지

게 되고 빌지 보오텍스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9 Axial velocity and velocity vector at the St. 1 Fig. 10 Axial velocity and velocity vector on the propeller 

plane



Fig. 11 Comparison of nominal wake distribution 

at the R with different scale ratio

Fig. 11은 프로펠러 반경(R)방향에 따른 축방향 평균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프로펠러 허브 근처의 0.3R 부근에서의 축방향 

평균속도는 축척비가 커질수록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축척비에 

따라 0.5R-0.8R에서 축방향 평균속도의 변화율의 차이가 다른 

위치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레이놀즈 수가 커질수록 갈고리 모양이 약하게 형성되

는 이유와 경계층이 얇아짐으로 인해 프로펠러면에서 등속선들

이 선체 가까이 밀집하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모형선의 크기가 커질수록 축방향 등속선이 얇아진 경계층과 

약해진 점성의 효과로 인해 1R 부근에서의 축방향 평균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3.3 KLNG 실선 계산

레이놀즈 수에 의한 축척효과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 선박 

주위의 유동은 모형시험과 차이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모형선

과 실선의 축척효과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실제 크기의 KLNG 

선형에 대해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레이놀즈 수가 증가

할수록 벽함수를 만족하는 y+의 상한 값이 증가하여, 실선의 경

우(Rn=2.24⨯10
9
) y+가10000까지 벽함수를 만족할 것이라 생각

되기 때문에(Yang et al. 2010) 사용되는 격자수를 감안하여 그 

상한 값 이하에서 3가지 y+값을 선택하였다. 격자수는 모형선과 

마찬가지로 약 70만개를 사용하였고 실선의 y+에 따른 계산 결

과를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하여 KLNG 모형선의 격자계를 참고하

여 선체 근처 영역까지 격자계를 따로 작성하였는데 y+에 따라 

선체 근처 영역의 격자 간격을 조정하였다. y+가 1500보다 작은 

경우에는 격자의 세장비(aspect ratio)가 그 이상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커지게 되어서 현재의 격자수로는 본 유동계산에 적절한 

좋은 격자계를 생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KLNG 상사모형선

의 수치계산 결과들과 비교해 보기 위하여 Realizable k-ε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3가지 y+에 따른 실선 수치 계산 결과 중 비

교적 벽함수를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y+1500의 실선에 대한 

계산 결과를 상사모형선 계산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선미부로 갈수록 실선계산에서 축방향 속도 성분이 두꺼워지

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상류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였

다.

Fig. 12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and 

velocity vector at the St. 1

Fig. 13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and 

velocity vector on the propeller plane

Fig. 12는 St.1과 프로펠러면에서의 축방향 속도 성분을 표현

한 것으로 상사모형선들 중 레이놀즈 수가 가장 높은 1/34크기

의 모형선을 대표적으로 실선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속도벡터

를 보면 모형선 선미벌브 근처에서 발생하는 회전성분이 실선에

서는 관찰되지 않고 선체로부터 첫 번째 격자에서의 속도벡터에

서 선체 하부로 내려가는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보오텍스라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오텍스

로 인한 낮은 유속분포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4크기의 모형선과 실선의 프로펠러면에서 축방향 속도

분포를 나타낸 Fig. 13을 보면, 실선계산에서 빌지 보오텍스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프로펠러면에서 갈고리 모양의 속도분포 

형상을 찾아볼 수 없고 축방향 속도의 등속선들이 모형선에 비해 

더욱 선체에 근접하게 된다. 이는 상사모형선 계산결과에서 레이



놀즈 수가 커질수록 빌지 보오텍스에 의한 갈고리 모양이 약해지

고 등속선들이 선체 가까이 밀집되는 경향이 실선 계산결과에서 

잘 반영되고 있으며 정성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상사모형선

의 계산결과로부터 추정할 실선의 반류분포와 실선의 수치계산 

결과를 정성적으로 비교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3.4 실선의 반류 추정

실선의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모형선을 계산하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실선의 계산결과를 제대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재 유동해석 프로그램들은 모형선에 대하여 매우 만족할 만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모형선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실선의 반

류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실선 반류를 추정하는 기존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모형시

험에서 추력일치법을 사용하여 얻어진 모형선의 유효반류와 

ITTC 방법에 의해 실선으로 확장한 유효반류의 비를 구하고, 이

를 모형선의 유동해석을 통해 계산된 공칭반류에 곱하여 사용한

다. 이러한 방법은 모형선의 프로펠러 반경방향에 따른 축방향 

속도분포는 같고 단지 값의 크기만을 줄여주어 실제 실선계산에

서 얻어진 반류분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Yang et al. 2010). 

앞서 상사모형선 계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레이놀즈 수가 커짐

에 따라 반류의 분포가 실선의 반류에 근접해 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형선의 반류분포를 이용하여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Fig. 14와 Fig. 15는 각각 KLNG선형과 KVLCC2선형 상사모

형선의 반경방향에 따른 축방향 평균속도를 실선의 레이놀즈 수

까지 외삽하여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

다.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레이놀즈 수에 따른 마

찰저항의 차이를 보정하여 주는 ITTC 유효반류 추정방법을 참고

하여 마찰저항곡선의 함수형태와 유사하고 실선의 레이놀즈 수 

근처에서 프로펠러 반경방향에 따른 축방향 평균속도의 차이가 

미미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하는 함수형태를 

이용하여 실선의 레이놀즈 수까지 가장 오차가 적은 추세곡선을 

작성하여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하였다. 프로펠러 반경방향의 

각 위치에서 레이놀즈 수가 커짐에 따라 축방향 평균속도의 변화

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0.6R-1.0R은 그 기울

기가 매우 급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효반류의 

비로 단지 크기만을 줄이는 기존 방법의 실선 반류추정이 실선의 

반류분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Fig. 14를 보면, 실선의 레이놀즈 수에 비해 상사모형선의 레이

놀즈 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레이놀즈 수 10
7
~10

8
범

위 KLNG 상사모형선을 추가로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해 보았다. Realizable k-ε 난류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프로펠러면에서의 유속이 실제보다 낮게 시

뮬레이션되어 공칭반류가 조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Reynolds stress model을 사용한다면 더욱 정도 높게 추정

이 가능할 것이다.   Fig. 15와 같이 KVLCC2의 경우, 높은 레이

놀즈 수에 대한 상사모형선 주위 유동장 해석을 수행한다면 보다 

정도 높은 추정곡선을 작성할 수 있고 프로펠러 반경방향의 위치

마다 서로 다른 기울기의 변화를 고려해 주면 실선의 반류분포에 

더욱 근접할 것이라 생각된다. 상사모형선 계산을 통해 얻어진 

프로펠러 반경방향의 각 위치에서 축방향 평균속도 분포와 실선 

반류분포를 추정한 결과를 Fig. 16과 Fig. 17에 나타내었다. 또

한, 추정된 실선의 반류분포와 비교하기 위해 Yang et al. 

(2010)의 실선계산 결과 그리고 모형선의 공칭반류에 유효반류

비를 곱해주는 기존의 실선의 반류분포 추정방법을 사용한 결과

를 함께 나타내었다. Yang et al. (2010)은 KVLCC2선형의 설계

수선면에 대칭조건을 부여한 이중모형으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격자수는 약 80만개를 사용하였고 난류모델로는 Reynolds 

stress model을 사용하였다. Fig. 16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추정한 실선의 반류분포 결과를 보면, 프로펠러 반경방향

의 각 위치에서의 서로 다른 기울기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실선에

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축방향 평균속도를 유사하게 추정하고 있

으며 Yang et al. (2010)의 실선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울

기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경향은 잘 따라가는 것으로 판단된

다. 

Fig. 14 Prediction of nominal wake with KLNG GEOSIM 

model results

Fig. 15 Prediction of nominal wake with KVLCC2 GEOSIM

model results

Fig. 17에서 0.4R-0.5R에서 실선 계산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상선형인 KVLCC2선형이 저속비대선에 속하기 때



문에 반류분포에서의 갈고리 모양이 강하게 나타나고 모형선이 

커지는 것에 비해 레이놀즈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아 매우 낮은 

유속의 분포가 유사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되고 1⨯10
7
에서1⨯

10
8
범위의 레이놀즈 수를 가지는 모형선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실선 계산에서 얻어진 반류분포에 보다 근접할 것이

라 생각된다. 한편 모형선과 실선의 유효반류의 비를 모형선 공

칭반류에 곱하여 추정하는 기존의 실선 반류분포 추정방법을 보

면, 모형선의 프로펠러 반경방향에 따른 축방향 속도분포는 같고 

단지 값의 크기만을 줄여주어 모형선과 실선의 반류분포의 차이

를 잘 반영하지 못하며 실선의 반류분포의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

고 있다. 

Fig. 16 Comparison of nominal wake distribution at the R

(KLNG)

Fig. 17 Comparison of nominal wake distribution at 

the R (KVLCC2)

4. 결 론

본 연구는 수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모형선과 실선 주위의 

유동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모형시험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KRISO 138K LNG Carrier(KLNG)와 KRISO 300K 

VLCC2(KVLCC2)를 대상 선형으로 선정하였고, 상사모형선 주위 

유동장을 서로 비교하여 레이놀즈 수에 따른 반류분포의 변화를 

확인하여 실선의 반류분포를 정성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상사

모형선의 반류분포 결과를 이용하여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해

보았다.

실선의 반류를 정도 높게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모형선의 

수치계산에 흔히 사용되는 난류모델인 Realizable k- ε과 실제 

유동형상을 비교적 유사하게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는 난류모델

인 Reynolds stress model을 비교하였다. 난류모델에 따라 매우 

국부적인 반류분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Reynolds stress model이 갈고리 모양의 반류분포 형상을 명확

하게 보여주고 실험결과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

였다.

 상사모형선들의 유동 특성에 대해 비교하여 보면, 레이놀즈 

수가 커질수록 볼록하게 형성되는 축방향 속도분포가 선체 가까

이 형성되며 그 형상 또한 완만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선미 벌

브 근방에서 나타나는 빌지 보오텍스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동이 선체를 따라 흐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빌지 

보오텍스로 인하여 생성되는 낮은 유속 분포영역이 줄어든다. 이

러한 현상들이 프로펠러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추진기면에

서 모형선의 크기가 커질수록 추진기 축 위치의 낮은 속도 영역

이 줄어들고 빌지 보오텍스에 의해 생성되는 갈고리 모양의 축방

향 속도 성분 분포가 완만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사

모형선의 수치해석 결과들을 이용해 레이놀즈 수에 따른 마찰저

항의 차이를 보정하여 주는 ITTC 유효반류 추정방법을 참고하여 

마찰저항곡선의 함수형태와 유사하고 실선의 레이놀즈 수 근처

에서 프로펠러 반경방향에 따른 축방향 평균속도의 차이가 미미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고 적합한 함수형태를 이용하여 실선의 

레이놀즈 수까지 가장 오차가 적은 추세곡선을 작성하여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실선의 반류분포와 실선의 수치계산에서 

얻어진 반류분포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경향을 잘 따라가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효반류 비를 이용한 기존의 실선 반류분포 추

정방법은 모형선과 실선의 반류분포의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

며 실선의 반류분포의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선과 실선의 반류분포 차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빌지 

보오텍스는 저속선 주위의 유동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

구의 대상선형에 비해 고속인 선형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빌지 보오텍스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

선의 반류분포 추정방법이 다양한 선형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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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장 규칙파 중 KCS의 부가저항 추정 
정광열(인하대학교), 이영길(인하대학교) 

 

Estimate of the Added Resistance of KCS in Short Regular Waves

Kwang-Leol Jeong, Young-Gill Lee 

 

 

요 약 

 

수치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단파장 규칙파 중 KCS의 부가저항을 추정하였다. 직교격자계에서 물체경계 주위의 해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점착조건 대신 부분 미끄러짐 조건을 적용하였다. 적용된 물체경계조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Re=10
7
, 받음 각 0도의 NACA-0012 주위 유동을 물체적합격자계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정도 향상을 확인하였다. 

유입파의 파장은 선체길이의 0.4배에서 1.2배이고 파고는 선체길이의 0.7%의 낮은 파고에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Keywords:Added resistance(부가저항), Partial slip boundary condition(부분 미끄러짐 조건), Cartesian grid(직교 격자),KCS, Short regular 

waves(단파장 규칙파) 

 

1. 서 론 

 

선박의 저항성능은 선박계약 시 보증사항으로 선박의 

성능 중 가장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이다.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CO2 배출규제가 

강화로 선박의 저항성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CO2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제조연비지수(EEDI)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어, 선박설계 시 선박의 연비가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파랑 중을 운항하는 선박은 정수 중에 비하여 약 

15~30% 저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Kwak, 1997; Faltinsen, 2005). 따라서 파도에 의하여 

선박의 속력이 10% 이상 감소하기도 하며(Radoslav et al., 

2007), 이러한 속력감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먼 거리로 

항로를 변경하여 우회하기도 한다(Park et al., 2004). EEDI 

계산 시 날씨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이므로 파랑 중 선박의 저항성능평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초기 퍼텐셜 유동의 계산은 2차원 strip법을 이용하였다. 

퍼텐셜 이론을 이용한 부가저항의 계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산된 유동장의 

운동량 변화를 파도에 의한 부가저항으로 가정하여 

부가저항을 계산하는 원장법 (far-field method)이며, 두 

번째 방법은 선체의 표면압력을 직접 적분하여 부가저항을 

계산하는 근장법(near-field method)이다. Salvesen et 

al.(1978)의 방법은 Froude-Krilov 힘과 diffraction 힘의 

합으로 부가저항을 계산하였으며, Faltinsen et al. (1980)은 

유입파의 퍼텐셜과 강제동요에 의한 속도 퍼텐셜, 움직이지 

않는 선박의 diffraction 퍼텐셜의 합을 이용하여 부가저항을 

계산하였다. 동일한 조건을 계산하더라도, 각 계산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부가저항 값이 계산된다. 현재 2차원 strip 

방법을 이용한 부가저항 계산법은 Salvesen et al.(1978)과 

Faltinsen et al.(1980)에서 제안된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두 가지 방법의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다(Matulja et al. 2010). Kim and Kim (2010)은 고차 랜킨 

패널법에 Neumann-Kelvin선형화 방법을 이용한 부가저항과 

double body 선형화 방법을 이용한 부가저항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선형화 방법에 따라 부가저항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포텐셜 유동이론을 이용하는 방법은 비선형성이 큰 

선체주위 자유수면을 고려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치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수치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부가저항을 추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선체의 움직임을 

처리하기 위한 격자계 기법과 비선형성이 큰 자유수면을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  

 Sato et al.(1999)는 이동격자계로 선체의 움직임을 

처리하고 Volume Of Fluid(VOF)법으로 자유수면을 정의하여 

Wigley 선형과 계열 60의 부가저항과 선체운동을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수치계산하고, 계산결과를 모형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Orihara and Miyata (2003)은 중첩격자계와 

VOF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선의 부가저항을 수치계산하고 

실험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컨테이너선의 선수 

플레어 형상을 변형하여 부가저항을 최대 15%감소시켰다. 

Guo et al. (2012)는 매시간 단계마다 격자계를 재작성하는 

re-meshing법과 VOF법으로 대형원유운반선인 KVLCC2의 

부가저항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선체의 운동이 크게 나타나는 

장파장 영역에서는 수치시뮬레이션이 포텐셜 유동이론에 

비하여 장점을 갖지 못하지만 비선형성이 큰 단파장 

영역에서는 수치시뮬레이션의 결과가 포텐셜 이론의 결과에 

비하여 실험에 근접함을 보였다. 또한, 부가저항에서 표면 

마찰의 영향은 1% 정도로 매우 작고 압력의 영향이 

주요하다는 것을 수치계산으로 보였다 (Guo et al. 2012). 

Sadat-Hosseini et al. (2013)은 단상 Level-Set (LS)법으로 

자유수면을 정의하고, 중첩격자계를 이용하여 선박의 운동을 

처리하여 KVLCC2의 부가저항을 수치계산하였다. 

선체표면의 압력분포를 분석하여 부가저항이 주로 선수상부 

자유수면 주위에 작용하는 것을 보였으며, 장파장 

영역에서는 첫 번째 고조파 성분이 커 나머지 성분들이 매우 

작지만, 단파장 영역에서는 두 번째 고조파 이상의 성분이 

커지는 것을 보였다. 많은 연구들이 물체적합격자계의 중첩 

또는 재작성을 이용하여 선체의 움직임을 처리하였다. 

물체적합격자계를 이용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처리하게 되면 

격자계간 물리량의 보간 또는 외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간과 외삽과정은 수치적 확산이 원인이 되고, 계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고정된 직교 격자를 이용하면 

이러한 보간과 외삽이 필요 없고 계산시간이 빠른 장점을 

갖게 된다. Kashiwagi et al. (2012)는 고정된 직교 

격자계에서 Partial Cell Treatment (PCT)법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선체를 정의하고, VOF 계열인 Constrained 

Interpolation Profile (CIP)법으로 자유수면을 정의하여 

규칙파 중 전진하는 Wigley 모형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수치계산과 모형실험을 통하여 계측된 선체주위 파고기록을 

분석하여 선체운동이 과도하게 커지면 부가저항의 비선형 

성분도 증가함을 보였다. Kashiwaki et al. (2012)의 

수치계산결과는 모형실험과 다소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물체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계간 보간이나 외삽이 필요하지 않은 

고정된 직사각형 격자계에서 물체의 이동을 처리하였다. 

직사각형 격자계에서 물체경계를 명확히 정의하게 되면 

물체경계면이 속도정의점이나 압력정의점을 통과할 때 

비물리적인 압력진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물리적인 압력변동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수치기법을 이용하여 선체길이 

이하의 짧은 규칙파 중 파고에 따른 KCS의 저항성능을 

비교하였다. 

 

2. 수식 작성의 예 

 

2.1 지배방정식과 격자계 

 

지배방정식으로는 연속방정식(식 (1))과 Navier-Stokes 

방정식(식 (2))이 사용되었다. 격자크기 이하의 유동의 

난류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Subgrid-Scale(SGS) 

난류모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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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과 (2)에서 의 
i

u 은 i 방향의 공간 평균된 속도를 

의미한다. p 는 공간평균된 압력, 
ij
r 는 SGS 난류응력, 

i
f 는 체적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에 해당한다. 

t 는 시간, ρ , ν 는 물 또는 공기의 밀도와 점성계수를 

나타낸다. 

지배방정식의 속도와 압력은 two-step projection기법으로 

연성시켰다. 대류항의 공간 이산화에는 Kawamura-Kurahara 

법이 사용되었으며, 시간 이산화에는 Adams-Bashforth 

법을 이용하였다. 나머지 항들은 공간에 대하여는 2차 

중심차분법을, 시간에 대하여는 1차 전진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물체경계격자를 제외한 수치해석 기법은 

Lee et al.(2012)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계는 직사각형 교차격자계로 격자면의 

중심에 속도정의 점이 있고, 격자의 중심에 압력정의점이 

존재한다. 직사각형 격자계는 물체적합격자계(body fitted 

grid)와 달리 격자선과 물체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체주위에서 정도가 낮은 단점이 있지만 

격자계 작성이 용이하고 이산화된 지배방정식이 단순하여 

계산의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자유수면을 

포함하는 문제에서 그 처리가 단순해지게 된다.  

 

2.2 자유수면 경계조건 

 

 자유수면은 수정된 밀도함수법(Modifed Marker-Density 

Method,MMD)을 이용하였다. 물과 공기의 큰 밀도차이로 

인하여 자유수면의 동역학적 경계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VOF법과 LS법은 자유수면 주위에서 

밀도와 점성계수가 점진적으로 변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물과 공기의 실제 밀도 값을 이용하여 속도와 

압력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밀도함수법은 해의 

안정성을 위하여 자유수면 공기의 속도를 물의 속도로부터 

외삽하고, 자유수면의 압력을 공기로부터 외삽하여 정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 주위의 속도와 압력을 

지배방정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자유수면 경계조건에 식 

(3)을 추가하였다. 식 (3)은 자유수면에서 물과 공기의 

밀도의 비율과 압력구배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3)을 만족시키게 되면, 자유수면이 속도정의 점을 통과하여 

속도정의점의 밀도가 변하여도 지배방정식의 각 항들이 

연속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자유수면 경계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eong and Lee (2012)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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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체경계조건 

 

점성유체에서 물체주위에서는 속도구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물체주위의 해를 정도 높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밀한 격자를 배치하게 된다. 그러나 직교 격자계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조밀한 격자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물체경계주위의 격자가 크면, 

물체주위의 속도구배가 완만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 

물체주위에서 속도구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물체와 

가장 가까운 점성저층으로 층류의 유동특성을 갖고 식 (4)와 

같은 속도 분포 갖는다. 상부는 난류층으로 식 (5)와 같은 

로그형태의 속도분포를 갖는다. 난류층과 점성저층 사이에 

완충층이 존재한다. 점성저층은 y+<11인 얇은 영역이고 

속도구배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점성저층을 

무시하여 물체경계주위 속도분포를 추정할 때 물체면의 

속도 대신 y+=11.84에서의 속도분포를 이용하여 속도분포를 

추정하였다. 식 (4)와 식(5)의 교점이 y+=11.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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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경계주위 속도분포는 식 (5) 대신 2차 방정식을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2차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지배방정식의 확산항과 대류항의 이산화가 2차 중심차분법 

또는 2차 중심차분법을 변형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차 방정식은 Fig. 1과 같이 이웃한 속도정의 점의 속도와 

y
+

=11.84에서의 속도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Fig. 1 Schematic diagram for velocity profile near body 

boundary 

 

물체경계격자의 속도와 압력의 계산은 Jeong and Lee, 

2012의 방법과 동일하고, 물체경계격자에서 0발산 조건을 

만족시켰으며, 점착조건(no-slip conditon) 대신 부분 

미끄러짐 조건(partial-slip condition)을 적용시킨 부분만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Jeong and Lee (201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수치기법의 검증 

 

지배방정식의 이산화와 자유수면 경계조건 등의 

수치기법들에 대한 검증은 Lee et al. (2012), Lee et 

al.(2012), Jeong and Lee (201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경계의 속도분포 추정 시 물체경계의 속도 

대신 y+=11.84의 속도를 이용한 부분만을 검증 하였다. 

물체에 가까운 곳에서 속도분포를 계측한 실험자료를 

찾지 못하여, Re=10E+7, 받음각 0도에서 NACA-0012 

주위의 속도분포를 상용프로그램인 Fluent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계는 Fig. 2와 같다. 

Fluent 계산에 사용된 격자에서 물체주위 격자의 크기는 

코드길이의 0.00001배이고, 직교 격자계에 적용된 격자의 

크기는 코드길이의 0.002배와 0.001배이다. Fluent 계산의 

경우 y+는 50 미만이고, 직교격자계에서 격자크기가 

0.002c인 경우 y+가 약 1000으로 매우 큰 값을 갖으며, 

0.001c인 경우도 y+가 약 500정도로 매우 큰 상태이다. 

날개 주위 속도분포를 비교하면 Fig. 3과 같다. 

속도분포를 비교한 위치는 x=-0.4, -0.2, 0.0, 0.2이다. 

물체경계에 점착조건을 적용하면 완만한 속도구배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 미끄러짐 조건을 적용하면 

속도구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Fluent의 

결과에 비하면 완만한 속도분포를 갖는다. 격자크기를 

줄이면 물체적합격자계에 근접해 가지만, 물체적합격자계와 

비슷한 정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격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져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격자 수가 필요하다. 

점착조건 대신 부분 미끄러짐 조건을 적용하여 물체경계 

주위의 속도분포를 개선하였지만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a) body fitted grid, grid size=0.0001code 

 
(b) Cartesian grid, grid size=0.002code 

 
(c) Cartesian grid, grid size=0.001code 

Fig. 2 Grid system for NACA-0012 

 

 

 

 

 

 
Fig. 3 Comparison of velocity profile among the results of 

no-slip condition, partial slip condition, and Fluent 

4. KCS의 부가저항 

 

1/97 축척의 모형크기로 KCS의 부가저항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계는 Fig. 4와 같다. 유입부에서 

생성된 파도가 수치적으로 감쇠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유입부부터 길이방향으로 조밀한 격자를 배치하였으며, 

선미부터는 격자가 점진적으로 커지도록 하였다. 유입파는 

Table 1과 같다. 유입부에서 길이방향 격자의 크기는 

선체길이의 1/100인 0.2371m이다. 파장이 가장 짧은 

0.4L의 경우 한 파장에 40개의 격자가 배치된다. 

시간간격은 1/1000초로 조우주기의 1/500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Fig. 4 Grid system for added resistance of KCS 

 

표 1  Incident wave conditions in model scale 

 

Length 

(m) 

Period 

(s) 

Encountering 

period (s) 

Height 

(m) 

0.4 LBP 0.948 0.7794 0.6091 

0.015 

0.6 LBP 1.423 0.9546 0.7491 

0.8 LBP 1.897 1.1022 0.8705 

1.0 LBP 2.371 1.2323 0.9852 

1.2 LBP 2.845 1.3500 0.8465 

 

높이방향 최소격자의 크기는 0.005m로 자유수면과 

주위에 배치하였다.의 격자를 배치하였다. 격자의 크기가 

파고에 1/3로 큰 편이지만 MMD법은 VOF와 달리 자유수면 

주위에서 물과 공기의 실제 밀도 값으로 지배방정식을 

계산하기 때문에 원하는 유입파를 생성할 수 있다.  

Fig. 5는 수치계산으로 얻은 규칙파 중 압력저항의 기록을 

나타낸 그림이다. Jeong and Lee (2012)의 결과에서는 

파장이 1.0L인 경우 Fig. 6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정현파와 

많이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정현파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파고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입파의 높이는 

실선 크기에서 1.46m이고, Jeong and Lee (2012)에서 

사용된 유입파의 파고는 실선크기에서 3.16m이다. Fig. 7, 



8에 보이는 것과 같이 파고가 높은 경우 폭이 넓은 플레어 

상부까지 파도에 부딪쳐 저항이 크게 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5 Pressure resistance histories of KCS in regular waves 

(wave height = 1.46 m in full scale, model scale = 1/97) 

 

 
Fig. 6 Pressure resistance histories of KCS in regular waves 

(wave height = 3.16 m in full scale, model scale = 1/31.6) 

(Jeong and Lee, 2012) 

 

 
Fig. 7 Pressure distribution on KCS in 1.0L condition (wave 

height = 1.46 m in full scale, model scale = 1/97) 

 

 
Fig. 8 Pressure distribution on KCS in 1.0L condition (wave 

height = 3.16 m in full scale, model scale = 1/31.6) (Jeong 

and Lee, 2012) 

 

 
Fig. 9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coefficient with 

existing research data 

 

본 연구에서 계산된 부가저항을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Fig. 9와 같다. 정성적으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선체운동이 큰 파장이 1.0L 

주위에서는 기존의 결과보다 부가저항이 작게 추정되고, 

그보다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는 부가저항이 크게 

추정되었다.   

파장이 1.0L이상인 곳에서 저항이 크게 추정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플레어 상부의 넓은 영역까지 

파도에 부딪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짧은 파장에서 부가저항 계수가 크게 추정되는 원인을 

찾기 위하여 파장 0.8L, 파고 1.46m인 경우와 파장 0.75L, 

파고 3.16m인 경우를 Fig. 10과 Fig. 11에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Fig. 11의 경우 Fig. 10에 비하여 파고가 2 배 

이상 높지만 선수에서 파고를 보면 2배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파도가 선수 플레어를 타고 오르는 

차이가 파고의 차이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파장이 짧은 경우 파고가 높아지면 

부가저항의 절대값은 증가하지만 계수 값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10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 on KCS in 0.8L 

condition (wave height = 1.46 m in full scale, model scale = 

1/97) 

 

 
Fig. 11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 on KCS in 0.75L 

condition (wave height = 3.16 m in full scale, model scale = 

1/31.6) (Jeong and Lee, 2012) 

 

Fig. 12는 파장이 0.4L인 조건에서 선체표면의 저항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난 저항분포는 선체표면 

노말벡터의 x방향 성분과 압력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선체운동이 작은 단파장에서 저항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약 9.5 스테이션 플레어주위이다. 선체운동이 큰 

파장 1.2L의 경우도 부가저항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도 

Fig. 13과 같이 9.5 스테이션 플레어 주위이다. 또한, 선미의 

상하 운동에 따라 선미 어깨와 선미벌브에서도 압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Fig. 12 Pressure resistance distribution on KCS in 0.4L 

condition  

 

 
Fig. 13 Pressure resistance distribution on KCS in 1.2L 

condition 



KVLCC2와 같은 저속비대선의 경우 선수가 뭉뚝하여 선수 

끝단 자유수면 주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액스바우(Ax-bow, Matsumoto, K. 2002)와 

같은 방법보다 플레어의 각도를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동이 크면 선수 벌브의 정체점의 

위치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벌브설계시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직교격자계에서 물체주위의 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점착조건 대신 부분 미끄러짐 조건을 적용하였다. 높은 

레이놀즈 수에서 날개 주위 유동을 물체적합격자계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장이 선체길이의 0.4배에서 1.2배 사이인 짧은 

파장에서 부가저항을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수치계산 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에 근접하였다. 

파장이 선체길이와 비슷하거나 큰 경우 파고가 낮아지면 

부가저항 계수가 낮아지고 파장이 선체길이 보다 작은 경우 

부가저항 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파고에 따라 

부가저항 계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가저항 추정 시 

실해역의 파고와 파장을 고려하면 추정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KCS의 부가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은 약 9.5 

스테이션 선수 플레어 주위이다. 선수가 얇은 선박의 경우 

플레어 각도를 개선하면 부가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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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Jun Choi(Hyundai Maritime Research Institute), Seok-Ho Chung(Hyundai Maritime Research Institute)

 

 

요 약 

 

대형 컨테이너선에 적합한 3가지 형태의 비틀림 타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타는 Z-twisted rudder로 프로펠러 후류에

위치한 타의 유입각도를 고려한 상하 비대칭 타이다. 두 번째 타는 Z-twisted rudder에 타 벌브를 부착한 ZB-twisted 

rudder이다. 세 번째 타는 ZB-twisted rudder에 타 핀을 부착한 ZB-F twisted rudder이다. 자항상태에서의 유체동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치적 방법으로 비틀림 타들을 설계하였다. 지배방정식은 비정상 난류유동의 Navier-Stokes 식이다. 적용된

난류모형은 Reynolds stress 모형이다. 수치계산은 예인과 자항상태에서 수행하였다. 프로펠러 주위 유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sliding mesh 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치적 방법으로 설계된 비틀림 타들에 대한 선박의 속도성능은 예인수조 모형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비틀림 타들에 대한 속도성능을 일반 타와 비교하였다. 비틀림 타는 추력감소계수 감소와 유효반류비

증가에 기인한 선체효율의 증가와 프로펠러 회전속도 감소로 인하여 속도성능이 향상되었다. Z-, ZB-와 ZB-F twisted 

rudder의 전달마력 감소율은 일반 타와 비교하여 각각 2.8%, 1.9%, 3.0%이다. 연료절감을 위한 비틀림 타의 개발을

통하여 조선소 들의 수주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감축을 통한 국제 환경규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Keywords: Energy-saving device(에너지 절감 부가장치), Container carrier(컨테이너선),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전산유체역학), 

Model test(모형시험), Z-twisted rudder(Z-비틀림타), Rudder bulb(타 벌브), Rudder fin(타 핀) 

 

1. 서 론 

 

불안정한 중동 정세, 심해유전 개발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및 원유 상품을 투기 대상으로 하는 자본으로 인하여 

유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C유 

가격은 1990년대 톤당 90달러대에서 2012년 12월에는 

630달러대로 7배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 벙크C유 가격이 

톤당 100 US$ 오르면 하루 260톤을 소비하는 13,000 TEU 

컨테이너선의 운항비가 1일 26,000 US$씩 올라가게 된다. 

선박의 배기가스 중 95.9%가 이산화탄소이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중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다른 

운송 수단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다. 그러나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2050년에 이 비중이 

12~18%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 신조선 에너지효율 설계지수)를 강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EDI는 1톤의 화물을 1해상마일 운송하는 

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정의된다 

[gCO2/ton·mile]. 즉, EEDI는 환경영향(cost)과 경제적 

이득(benefit)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 EEDI가 낮을수록 

우수한 선박이다. EEDI 규제의 핵심은 각 선박 별로 EEDI를 

계산하고, 계산된 EEDI가 요구되는 reference line 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 선박의 운항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 규제 

안에 따르면 총톤수 400GT 이상 선박에 대해 2013년 1월 

1일부터 EEDI를 강제 적용하여 EEDI를 2013-2014년에는 

0%로 하고, 선종(ship type)과 크기(ship size)에 따라 

2015-2019년에는 10%, 2020-2024년에는 15-20%, 

2025년 이후에는 30%까지 감축 하여야 한다 (MPEC 

62/63차 회의, 2011.7/2012.03). EEDI를 적용하게 되면 

동일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성능 비교가 가능해 져,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각 조선소의 기술적 능력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연비 경쟁력은 선박이 대형화 될수록 두드러진다. 하루 

260톤을 소비하는 13,000 TEU 컨테이너선의 경우, 10% 

연비 향상에 의한 연간 연료비 절감액은 벙크C유 가격이 

700 US$이고 연간 운항일수가 300일이라 가정할 때 연 

5,460,000 US$에 이른다. 따라서 EEDI를 만족하는 녹색 

선박 개발 기술은 신조시장에서 경쟁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녹색 선박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변수 조절을 통하여 가능하고 운항 

중에서는 트림 및 항로의 최적화, 그리고 정기 정검을 통한 

초기 효율 지속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Energy-Saving Device (ESD, 에너지 절감 부가장치)를 

장착함으로써 가능하다. 

선박은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것에 의하여 추진력을 

얻지만, 프로펠러 뒤쪽에 남는 회전에너지는 추진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된다. 이 회전에너지의 

일부는 타에 의하여 정류될 때 추력으로써 회수되지만, 

전부를 회수할 수 없고 잔여 에너지는 뒤쪽에 버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후류의 유실되는 회전에너지의 

일부를 특수 타를 이용하여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SD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ESD는 ① 프로펠러 

후류의 회전에너지를 이용하거나, ② 프로펠러 허브 뒤의 

점성손실을 감소시키거나, 와류를 감소시킴으로써, 혹은 ③ 

부가추력을 생성시킴으로써 선박의 속도성능을 개선시키는 

장치이다. 프로펠러 후류의 유실된 회전에너지를 회수시키는 

ESD로써 타에 유입되는 유동을 이용하는 비틀림 타가 있다 

(Kim et al., 2009; Choi et al., 2010), 프로펠러 중심축 

높이에 타 벌브, 수중익 형태의 부가물, 혹은 타 벌브에 

핀을 부착하여 유실된 에너지를 회수하는 장치가 있다 (Mori 

et al., 1984; Ohtagaki et al., 1986; Okamoto et al., 1990; 

Sohn et al., 1994). ESD는 1973년 에너지 위기 이후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ESD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ESD는 대부분 국내 (특허 등록번호: 0346512, 0346513, 

0520771, 0853983, 0899737, 1010998, 0901391, 

0958075, 0903066, 0903067, 0901393, 1185519, 

1205355, 1184076 등) 및 국제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를 회피하면서 성능이 우수한 ESD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프로펠러 후류 유동 

특성을 고려한 Z-twisted rudder, ZB-twisted rudder와 ZB-F 

twisted rudder를 CFD를 이용하여 설계하였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2장에서는 대상선과 수치해석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3장에서는 3가지 형태의 

비틀림 타들에 대한 설계 개념을, 4장에서는 CFD를 이용한 

3가지 형태의 비틀림 타 설계 및 예인수조 모형시험을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점성 유동해석은 Fluent 

version v.13(Ansys, 2010)을 사용하였다. 

 

2. 대상선 및 수치해석 방법 

 

대상선과 대상 프로펠러의 주요요목을 Table 1과 2에 

정리하였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a shi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LPP 350.0m 

Breadth B 48.2m 

Draft T 14.5m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a propeller 

Diameter DP 9.90m 

No. of blade Z 5 

 

모형선-실선 축척비는 45.7613이고 설계 속도(VS)에서 

FN=0.193, RNM=7.161×10
6
이다. 여기서 FN과 RN은 VS와 

LPP로 무차원화 된 값이고 아래첨자 M과 S는 모형선과 

실선 스케일을 나타낸다. 

지배방정식은 비정상 난류유동의 Navier-Stokes 식이다. 

적용된 난류모형은 Reynolds stress 모형이다. 수치해석 

방법은 본 논문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Choi 

et al.(2010)에 설명되어져 있다. 자유표면은 이중모형으로 

처리하였다. 수치계산은 예인과 자항상태에서 수행하였다. 

프로펠러 주위 유동장 계산을 위하여 sliding mesh 기법을 

적용하였다. 

 

 
Fig. 1 View of grid generation and inlet boundary plane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선미부분만을 포함한 부분 

계산 영역을 사용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렬격자와 비정렬 격자를 조합한 혼합 격자계인 hybrid 

격자형태를 사용하였다. 정렬격자는 상용 코드인 

Pointwise(Pointwise, 2011)를, 비정렬격자는 Hypermesh 

(Hyperworks, 2011)를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여러 가지 

입력 경계면을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분석하면 입력 



경계면이 St. 3일 경우가 최적 경계면이었다. 이때 입력 

경계면의 경계치 물리량들은 전체 계산영역의 값들을 

사용하였다. 프로펠러 1
o
회전의 시간간격을 사용하였으며 

relaxation factor의 값은 0.2, 그리고 45번의 내부 반복 

계산을 수행하였다. 수렴 프로펠러 회전수는 8회전이다. 

사용된 격자 수는 300만개 이다. 계산은 60개의 core 

(2.67GHz Xeon processors)로 구성된 Linux Cluster를 

사용하였다. Hybrid 격자계와 부분계산영역을 이용함으로써 

자항계산 시간을 2.5일에서 1일로 단축하였다. 

 

3. 비틀림 타의 설계 개념 

 

대상선은 13,200 TEU 컨테이너선으로 VS는 20.0 knots 

이상의 고속이고, 추력하중계수[thrust-loading coefficient, 

CTh=T/(1/2·ρ·A·VA
2
), T: 프로펠러 추력, ρ: fluid density, A: 

프로펠러 회전 면적, VA: 프로펠러 유입속도]가 1.0이하이고, 

프로펠러 출력밀도 (propeller power density, =PD/A, PD: 

전달마력)가 700kW/m
2
 이상이므로 프로펠러 전류를 

개선시키는 ESD보다는 프로펠러 후류를 이용하는 ESD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Fig. 2와 같이, ESD가 

부착되지 않은 나선 상태에서 프로펠러 면의 반류분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로펠러 상부 면에 좁은 영역의 

저속구간이 존재하고 저속비대선에서 나타나는 빌지 

보오텍스는 약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프로펠러 면의 

반류를 개선하는 장치 보다 프로펠러 휴류의 유실된 

회전에너지를 회수시키는 절감장치가 더 효과적이다. 

 

 

(a) Exp. (b) CFD 

Fig. 2 Axial velocity contour and velocity vector on the propeller 

plane 

 

Fig. 3은 일반 타(혹은 혼 타)와 비틀림 타의 상부와 하부 

단면 형상과 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성분 및 추가추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도시한 그림이다. 프로펠러 후류의 

회전유동으로 인하여 타는 프로펠러 중심축을 기준으로 

상하부분에서 서로 반대방향의 타 유입각을 갖는다. 타 

상하부분의 양력은 서로 상쇄되나 항력은 합해져 증가한다. 

Fig. 3(b)에 보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 중심축보다 상부에 

위치한 비틀림 타의 전연은 좌현으로, 하부에 위치한 비틀림 

타의 전연은 우현으로 비틀려져 있다. 비틀림 타는 불필요한 

항력을 감소시켜 추가 추력이 발생하여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타이다. 그리고 비틀림 타는 타에 유입되는 

유동각이 감소하므로 타면에 발생하기 쉬운 공동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a) Conventional rudder 

(b) Twisted rudder 

Fig. 3 Diagram for thrust generation of a rudder 

 

프로펠러 보스에서 생성되는 허브 보오텍스는 에너지 

유실을 유발시킨다. 타 벌브는 허브 보오텍스 세기를 약하게 

하고 반류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에너지 유실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진정효과는 프로펠러 진동, 조종 및 추진성능을 

향상시킨다. 타 벌브와 프로펠러 허브 캡 사이의 간극은 

이론적으로 적을수록 좋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구조 및 

부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타 벌브는 

허브 보오텍스 감소를 같은 목적으로 하는 propeller boss 

cap fin (PBCF)과 함께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설치 공간의 부족으로 contra-rotating propeller (CRP, 

이중반전 프로펠러)와도 함께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Fig. 4는 타 벌브에 핀이 부착되어 추가 추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도시한 그림이다. 타의 우현에 부착된 

핀의 흡입면은 선저 방향으로, 좌현에 위치한 핀의 흡입면은 

자유표면 쪽으로 향하여 프로펠러 후류의 회전유동을 



이용하여 추가 추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프로펠러 후류의 

축방향, 회전방향 유속의 세기가 클수록 타 핀이 

효과적이다. 

 

 

(a) Starboard (b) Port 

Fig. 4 Diagram for thrust generation of a rudder fin 

 

 

4. 비틀림 타 개발 및 성능 평가 

 

타는 선체와 프로펠러 후류에 위치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Fig. 5는 자항조건에서 일반 타에 유입되는 축방향 속도와 

유입각도를 타의 높이 방향으로 도시한 그림이다. 프로펠러 

중심축 부근에서의 축방향 속도(VX) 크기는 상대적으로 적고, 

타의 상하 0.7RP(RP: 프로펠러 반경)에 최대값을 가지며, 

타의 하부면에서 유입되는 유속이 상부면보다 크다. 타 

상부에서의 유입각도는 일정한 값을 가지나 하부면에서는 

직선적으로 변한다. Z-twisted rudder는 이와 같은 타 

유입각도를 고려하여 설계한 상하 비대칭 타이다. 

 

 

(a) Axial velocity (b) Inflow angle 

Fig. 5 Axial velocity and inflow angle of conventional rudder 

 

Z-twisted rudder, Z-twisted rudder에 타 벌브를 부착한 

ZB-twisted rudder, 그리고 ZB-twisted rudder에 타 핀을 

부착한 ZB-F twisted rudder를 CFD를 이용하여 설계하였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Fig. 6은 기존의 일반 

타와 CFD를 이용하여 설계한 Z-, ZB- 와 ZB-F twisted 

rudder의 형상을 나타낸다. Z-twisted rudder의 상부 형상은 

좌현으로 일정한 각도로 편향되어 있으며 하부형상은 

프로펠러 중심축을 기준으로 우현으로 편향되어 있으나 타 

하부로 갈수록 편향각도가 직전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타의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는 직선적으로 변한다. 타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타의 전연을 연결하는 선의 형상은 Z 형태이다. 

타 벌브의 직경과 중심축을 프로펠러 허브의 직경과 

중심축과 동일하게 두었다. 타의 우현에 부착된 핀의 

흡입면은 선저 방향으로, 좌현에 위치한 핀의 흡입면은 

자유표면 쪽으로 향하고 있다. 타 핀은 프로펠러 후류를 

고려하여 유동 입사각이 일정한 비틀린 형상이다. 

 

 
(a) Conventional (b) Z-         (c) ZB-          (d) ZB-F 

Fig. 6 View of conventional, and Z-, ZB- and ZB-F twisted 

rudder 

 

(a) Conventional rudder 

(b) Z-twisted rudder 

Fig. 7 Limiting streamlines and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surface of conventional and Z-twisted rudder 



Fig. 7은 일반 타와 Z-twisted rudder의 한계유선과 

압력계수분포를 도시한 그림이다. 여기서 압력계수는 ρ와 

VM으로 무차원화 된 값이다. 최소 압력분포는 일반 타는 

흡입면의 전연에, Z-twisted rudder는 흡입면의 최대 

두께면에 크고 넓게 분포되어 있다. 

Fig. 8은 일반 타와 Z-twisted rudder의 최대 

두께면에서의 축방향 속도 contour를 도시한 그림이다.  

점선은 propeller 회전면을 나타낸다. Z-twisted rudder 

주위의 유속이 더 가속됨을 알 수 있다. 

 

 

(a) Conventional (b) Z-twisted 

Fig. 8 Axial velocity contour at the plane of the maximum 

thickness of conventional and Z-twisted rudder 

 

Z-twisted rudder에 대해서는 비틀림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ZB-twisted rudder에 대해서는 타 벌브의 

직경과 길이 그리고 벌브와 프로펠러 허브와의 간극을 

변화시키면서, ZB-F twisted rudder에 대해서는 핀의 길이, 

형상과 피치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적함수는 최소 

전달마력(=PDM=2π·nM·QM)이다. 여기서 Q는 프로펠러 

토오크이다. 계산 조건은 프로펠러 회전속도(nM)=8.02 rps의 

자항상태이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항점에서 성능을 

비교하여야 하나 동일한 형태의 비틀림 타에 대한 설계 

매개변수 변화에 기인한 nM의 변화는 무시하였다. Table 3은 

매개변수 연구로부터 구한 최적의 Z-, ZB-와 ZB-F twisted 

rudder를 장착한 모형선과 일반 타를 장착한 모형선의 

프로펠러 추력(TM), QM과 자항상태에서의 선체 

점성저항(RVM

SP
)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Table 3 Percentage rates of thrust, torque and viscous 

resistance of Z-, ZB- and ZB-F twisted rudder at the condition 

of nM=8.02rps 

Rudder ΔTM (%) ΔQM (%) ΔRVM
SP

 (%)

Z-twisted -0.80 -0.46 0.28 

ZB-twisted -0.45 -0.30 1.66 

ZB-F twisted -0.27 -0.19 2.38 

 

일반 타, Z-, ZB-와 ZB-F twisted rudder를 장착한 

모형선에 대한 예인수조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자항 요소(t: 

추력감소계수, wTS: 유효반류비)와 속도성능(n, PD)을 

비교하여 Table 4에 정리하였다. ITTC-78 모형선-실선 

성능해석법(이후 ITTC-78이라 함)을 사용하여 실선의 

속도성능을 추정하였다. ITTC-78의 실선 scale 반류(wTS) 

확장은 모형선 scale의 반류(wTM)를 포텐셜과 점성 성분으로 

나누어 포텐셜 성분의 축척효과는 없으며 점성 성분의 

축척효과는 실선과 모형선의 점성저항 비율만큼 감소시키는 

Sasajima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타에 기인한 반류 

값은 0.04이고 포텐셜 성분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이, ESD에 기인한 축적효과를 무시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wTS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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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factors, delivered power 

and propeller rotative speed 

Rudder t wTS 
ΔPD 

(%) 

ΔV 

(knots)

Δn 

(RPM)

Conventional 0.179 0.227 0.0 0.00 0.00 

Z-twisted 0.164 0.228 -2.4 +0.16 -0.20 

ZB-twisted 0.172 0.231 -2.0 +0.14 -0.24 

ZB-F twisted 0.166 0.233 -3.0 +0.21 -0.26 

 

비틀림 타는 t와 n을 감소시키고 추진효율이 향상되어 

PD를 감소시킨다. t의 감소는 Fig.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 유입각과 일치한 단면 형상으로 항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타 벌브는 허브 보오텍스의 세기를 약하게 하여 

t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정의 

성과를 얻지 못하여(t가 증가함)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타 핀은 추가 추력을 발생시켜 t를 감소시키고 wTS는 

증가하고 n은 감소하여 PD가 감소된다. 일반 타와 비교한 

Z-, ZB-와 ZB-F twisted rudder의 전달마력 감소율은 각각 

2.8%, 1.9%, 3.0%이다. 

 

5. 결 론 

 

프로펠러 후류 유동을 고려한 3가지 형태의 비틀림 타를 

CFD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일반 타와의 속도성능 비교를 

모형시험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대상선은 대형 

컨테이너선이다. 3가지 형태의 비틀림 타는 Z-, ZB-와 

ZB-F twisted rudder이다. 프로펠러 후류에 위치한 타에 



유입되는 유속의 크기는 프로펠러 중심축 부근에서의 

최소값을 갖고, 타의 상하 0.7RP 부근에서 최대값을 가지며, 

타의 하부면에서 유입되는 유속이 상부면보다 크다. 타 

상부에서의 유입각도는 일정한 값을 가지나 하부면에서는 

직선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유체동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Z-twisted rudder를 개발하였다. Z-twisted rudder는 

추력감소계수의 감소와 유효반류비의 증가로 인한 

선체효율의 증가로 추진효율이 향상되는 특성이 있다. 

ZB-twisted rudder의 타 벌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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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iased Asymmetric Pre-swirl Stator For a Container 

Ship
Won-Jun Mun, Moon-Chan Kim, Jun-Hyung Lee, Hyun-Jin Song, Jung-Ill Kwon   

요 약

This paper deals with a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method for the design of a biased asymmetric pre-swirl stator which has 

been used as a energy saving device by cancelling a propeller rotational energy. In the case of ships, the upward flow is 

generated along the afterbody hull form at the propeller plane. The generated upward flow cancels the rotating flow of the 

propeller at the starboard part while it increases at port part. The present biased asymmetric pre-swirl stator propulsion system 

consists of three blades at the port and one blade at the starboard which can recover the biased rotating flow effectively. This 

paper provides the design concept which gives more simple and a high degree of efficiency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according to method B for the compound propulsion system of a container vessel. 

Keywords : Pre-swirl Stator(전류 고정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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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뒷날 회전자가 타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적 연구
오정근 (군산대학교 조선공학과) 

 

Numerical study on the augmentation of the rudder force by a 

trailing-edge rotor 

Jungkuen Oh (Dept. of Naval Architecture, Kunsan Univ.) 

 

요 약 

 

선박이 접안 등의 이유로 저속 운항시에는 타력이 부족하게 되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해상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타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 주위의 순환(circulation)을 높여서 타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타 뒷날에

원통형 형상의 회전자를 부착하는 타장치에 대하여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타각

10도에서 2차원 혼 -타 단면의 타력증가를 실험과 수치계산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회전자의 회전속도에 따라 기존 타에

비하여 타력이 2배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각이 10도, 20도, 그리고 35도인 경우에 대하여 3차원

단면에 대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충분한 타력의 증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High-lift device(고양력 장치), trailing edge rotor(날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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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의 선행연구(Oh & Kim, 2010)의 2차원 

형상과 동일한 단면을 갖고 스팬이 약 150mm인 3차원 

대상모형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 대상모형 및 해석 방법 

 

대상모형 

본 연구에서는 Fig.1과 같은 혼타입 타장치의 단면을 

기준으로하여, Fig. 2와 같이 타판의 뒷날(trailing edge)에 

회전자(rotor)를 붙인 형상을 대상모형으로 하였다. 기준 

단면의 형상은 NACA0020이며, 회전자의 중심위치는 

Fig.2와 같이 뒷날로부터 기준단면의 코드길이인 200mm의 

약 16%의 거리에 두었으며, 회전자의 지름은 코드길이의 

7%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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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Traditional horn-type rudder and its section 

 

 
Fig.2 Original section (upper) and new section with rotor for 

numerical simulations (lower) 

 

 
(a) Coordinate system for numerical simulation and model 

location 

 
(b) XY plane view 

Fig.3 Computational domain 

수치해석방법 

수치해석을 위하여 상용코드인 FLUENT를 사용하였다.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도메인은 Fig.3과 같이 구성하였고, 

코드길이(C)로 무차원화한 계산영역은 유동방향으로 -3.84 

<X/C<4.16, 두께방향으로 -2.92<Y/C<3.08, 스팬방향으로 

-2.74<Z/C<0으로 하였으며, 대상모형의 한쪽 면은 Z/C=0 

인 면에 위치시켰고, 원점은 회전자의 중심에 두었다. 

사용한 격자의 수는 약 200만개이며, 이전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유입류 속도를 1.876m/s(u=1,v=0,z=0)인 코드길이 

기준의 레이놀즈 수 3.752×10
6
로 하였다. 

난류모델은 2-eq. 에디-점성 모델인 SST(shear stress 

transport) k-ω를 이용하였으며 압력과 속도연성에는 

SIMPLE 기법을 적용하고, 압력과 모멘텀은 2차 차분법을, 

난류 운동 에너지와 소산율 방정식은 1차 차분법을 

이용하였다. 완화계수로는 압력 0.3, 모멘텀 0.7을 주었다. 

혼과 타판사이의 틈새에는 10개의 격자를 위치시켰고, 

회전자의 회전을 모사하기 위해서 Sliding Moving 

Mesh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타판과 회전자 사이에는 22개의 

격자를 위치시켰고, 회전자의 원주방향으로는 약 300개의 

격자를 배치하였다. (Fig.4) 

 

 
Fig.4 Grid system around the trailing edge rotor 

 

3. 계산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타각 10, 20, 35도에 대하여 유입류 

속도(U∞)로 무차원화한 회전자의 회전속도(Uc/U∞)를 0, 0.5, 

1, 1.5, 2로 바꿔가면서 양력과 항력을 주로 살펴보았다. 

일부 계산 케이스에 대한 계산이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계산이 완료된 케이스들만 표시하였다. Fig.5, Fig.6은 각각 

양력계수와 항력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타각 10도, 20도, 

35도에 대한 표시는 각각 □, ○, △로 구분하였다. 

양력계수를 나타내는 Fig.5를 먼저 살펴보면 타각 

10도에서는 무차원 회전속도(Uc/U∞)가 2.0인 경우가 

0인경우에 비하여 125%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각이 큰 35도의 경우에는 Uc/U∞=2.0일 때 약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력향상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Fig.7과 같이 대상모형의 스팬방향 중앙을 

가로지르는 면에 압력 분포를 살펴보았다. Uc/U∞=2.0인 

경우에 흡입면의 압력이 Uc/U∞=0인 경우에 비하여 보다 

낮아지는 것이 보이나, 타 주위의 유동장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전자의 회전타각 

10도에 비하면 낮은 정도의 양력 향상이지만 보다 높은 

회전속도가 주어지면 더 높은 양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항력계수를 나타내는 Fig.6의 경우, 타각 10도와 

35도에서 Uc/U∞=2.0의 항력이 Uc/U∞=0일 경우에 비하여 

각각 42%, 27%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5 Lift coefficient at each rudder angle  

 

 
Fig.6 Drag coefficient at each rudder angle 

 

 

 

Uc/U
∞
=0 

 

 

Uc/U∞=2.0 

Fig.7 Pressure distribution at mid-span plane 

 

 

4. 결 론 

 

저속에서의 타력 향상을 위하여 타 뒷날에 회전자를 

배치한 3차원 모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낮은 타각에서는 회전자의 회전속도가 

낮아도 120%가 넘는 양력 향상을 확인하였으나, 타각이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27%정도)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회전속도는 Uc/U∞=2.0가 

넘는 범위이므로 높은 타각에서도 충분한 양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며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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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이용한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성능 비교 연구
김동언(STX조선해양㈜), 김문찬

†
(부산대학교), 강현지(부산대학교), 이준형(부산대학교), 

김도준(STX조선해양㈜)

The Study on Performance Comparison of Contra-Rotating 

Propeller Using CFD
Dong-Eun Kim, Moon-Chan Kim, Hyeon-Ji Kang, Joon-Hyung Lee, Do-Joon Kim 

요 약

최근 에너지 저감 장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고효율 추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효율이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는 상반회전 프로펠러 (Contra-Rotating Propeller)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국내의 연구 및 기술 자료가 부족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반회전 프로펠러에 대하여 모형시험과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성능

해석에는 살물선(Bulk Carrier)을 대상선으로 설계되어진 전방 4익 및 후방 3익의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이용하였으며, 전방과 후방 프로

펠러 간의 거리비와 회전수비에 따른 단독성능을 도출하였다. 모형시험의 경우,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부산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이루어

졌으며, 그 해석은 ITTC 1978 Method를 사용하였다. 전산수치해석에는, 지배방정식에는 비압축성 연속방정식과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을 기반으로 하는 범용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난류 모델은 프로펠러 성능해석에서 널리 사용하는 

모델을 적용하였다. 차후, 수치해석을 통한 자항성능 연구를 수행하여, 모형시험과 비교할 예정이다.

Keywords : Contra-rotating propeller(상반회전프로펠러), CFD Analysis(성능 해석), Energy Saving(에너지 절약), Propulsive Efficiency(추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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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기법(패널법과 전산유동해석법의 결합)을 이용한 
날개단면 주위 점성유동 해석

오진안(울산대학교), 이진태(울산대학교)

Viscous Flow Analysis around a Blade Section by a Hybrid Scheme Combining a Panel Method and a
CFD Method

Jin-An Oh(Ulsan University), Jin-Tae Lee(Ulsan University)

요 약

패널법(Panel method)은 복잡한 3차원 형상 주위 유동 문제를 해석할 때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으나, 점성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 전산유동해석법(CFD Method)을 이용한 수치해석은 점성 영향을 고려하여 유체성능을 해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수치해석에 필요한 계산시간이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을 가지며 난류모델 및 격자계 선정에
따라 해석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패널법의 장점과 전산유동해석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기법을 제안하였다. 즉 점성 영향
이 제한적인 원거리 구역(far field)에서는 패널법에 의한 이상유체 해석을 수행하고, 점성 영향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근거리 구
역(Near field)에서는 RANS 방정식을 활용하여 유동을 해석하고, 경계 구역에서는 속도가 연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경계조건을 만
족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법을 도입하였다. 

상기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2차원 날개단면 주위 유동을 해석하여 결과를 기존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해석기법을 적용
함으로서  전산유동해석을 위한 영역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계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점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
나는 국부유동을 집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Keywords : 2‐D  Blade  Section,  Panel  Method,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NACA0012  

1. 서 론
최근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 해석을 위하여 전산유동해석 기법

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프로펠러 설계 시 점성영향이 중
요해 짐에 따라, 3차원 형상 주변의 유동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패널법의 단점인 점성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의 보완이 요
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점성의 영향을 해석하기 위한 전산유동
해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점성유동해석은 계
산대상의 형상과  주변의 해석영역에 격자를 생성하여 해석을 수
행함에 따라 전산유동해석을 통한 해석 시, 격자의 중요성이 커
져 격자의 질과 종류에 따라 해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정한 계산영역을 확보해야 함으로 격
자의 수가 많아져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기존의 패널법과 전
산유동해석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을 활용하여 계산영역을 
축소시켜, 격자의 수를 줄이고 계산시간을 단축해 보고자 시도 

하였다. 또한 상기 방법을 검증하고자 2차원 날개단면
(NACA0012) 유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지배방정식과 격자의 구성
2.1 패널법의 지배방정식

2.1.1 가정과 경계조건
  패널법은 유동장을 V, 경계면을 S, 경계면에서 유동장 방향

의 법선 벡터를 으로 둔다. 경계면 S는 물체 표면   , 후류 
면  , 그리고 물체와 후류 표면 주변의 외부면(outer control 
surface) ∞로 구성되어 있고, 물체를 향하는 유입속도  ∞  
가 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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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tation for a general body for the application of 
Green’s theorem

유동장 속의 유체는 비압축(incompressible), 비점성(inviscid) 
그리고 비회전성(irrotational)을 갖으며, 그곳에는 라플라스 방정
식을 만족하는 섭동 속도 포텐셜, 가 존재한다. 

∇                                                 (1)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에서 운동학적 경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2)

⦁   은 두께가 없다고 가정한다. 을 가로지르는 법선속
도와 압력 점프는 0이고, 포텐셜 점프는 허용 한다.

∆                                   (3)

∆


 
 


 


                      (4)

포텐셜 점프는 물체 주변의 순환(Circulation)의 크기와 같다.

∆                                  (5)

⦁ 날개 뒷날에서 속도가 유한하다는 Kutta 조건을 만족한다. 

∇ ∞                                            (6)

⦁ 물체에서 무한한 거리에 있는 외부면, ∞  에서는 물체로 인
한 섭동 속도는 사라질 것이다.

∇→  →∞                                    (7)

2.1.2 이산화
 제어점 p가 물체 표면에 있을 때, 
                      
 
















∆



                (8)

여기서, 2차원 그린함수 

은 3차원의 경우 





로 대체되고, 선적분은 면적분이 된다.
 물체의 형상은 N다각형으로 대체되고, N은 패널의 개수이다. 또, 
패널의 배치는 nose-tail line을 따라서 cosine spacing으로 
배치하였다.

  


cos




여기서    
                          (9)

 이러한 배치를 선택한 이유는 관심 영역인 날개의 앞날과 뒷
날에 패널을 집중 시켜 보다 세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Fig. 2)

 특성 강도 분포는 패널 내에서 일정한 크기를 갖는다. 적분 
방정식의 이산화식을 만족하는 제어점(Control point)은 각 패널
의 중앙에 위치한다. (Fig. 2)

Fig. 2 Distribution of panel and control points(N = 100)
2.1.3 선형 대수방정식

 식(8)은 이산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 대수방정식으로 치환
된다.

 




∆
 






  

                       (10)



여기서,      




 

 


log 
 





 

 Kutta 조건은 후류,   에서 포텐셜 점프를 같게 해주기 위
해 사용되었고, 포텐셜은 섭동 포텐셜 대신에 전체 포텐셜 값이 
요구된다.
                                                
∆  

  ∞∙


 
∞cossin 

  (11)

여기서, ∞ cos    sin    은 날
개 뒷날에 있는 두 패널의 제어점 간 유입 포텐셜의 차이 이다.

 
Kutta 조건(식(11))을 식(10)에 적용 한 최종 식은,

          





 








∞cos sin 
     (12)

여기서,  
   

  i f     and     i f   
   i f ≠     i f  

2.1.4 속도, 압력 및 양력
 날개 표면의 속도는 포텐셜을 미분하여 얻을 수 있다. 세 패

널의 가운데 점에서의 포텐셜 값은 이차 다항식으로 가정하고, 
패널의 가운데 점에서의 속도는 패널의 접선 방향으로 미분하여 
얻을 수 있다. 두 제어점 사이의 arc-length는 패널 각각의 길이
의 반의 합과 같다. 현 code에서 속도는 전체 속도를 사용하였
다.

Bernoulli’s 방정식을 이용하여 압력계수를 계산하며, 압력의 
적분 값으로 양력을 계산한다.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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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2 전산유동해석 

2.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동해석을 위해 상용 전산유동해석 

solver인 FLUENT를 사용 하였다. FLUENT는 셀 중심 유한체적
기법(cell-centered finite volume) 기반의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한다. 지배방정식은 식
(15) momentum equation, 식(16) continuity equation으로 고려
되어 진다.






 

 









′′ 









     (15)




                                               (16)

 여기서 는 평균속도이고, ′′ 는 난류 전단응력이다.

2.2.2 난류 모델
 난류 모델은 k-ω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

하였다. k-ω SST 모델은 벽면 근처로 갈수록 표준 k-ω 모델을 
사용하고, 경계층의 바깥영역으로 갈수록 k-ε 모델의 
high-Reynolds-number version을 사용하도록 서서히 변화되는 
bending function을 사용한다. 또한 난류 전단 응력의 이송효과
를 설명하기 위해 수정된 turbulent viscosity formulation을 포함
하고 있다. k-ω SST 모델은 일반적으로 역 압력구배에서 박리의 
시작과 크기를 잘 예측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7)

여기서,
        

2.2.3 격자구성
 격자 생성은 격자생성 프로그램인 Pointwise를 사용했다. 날

개 단면의 chord 길이는 1m로 두고, 계산영역을 날개의 앞날을 
기준으로 반경 1chord, 2chord, 5chord 그리고 10chord, 날개의  
후류부는 20chord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격자의 type은 
c-type을 사용하였다.(Fig. 3) y+는 0.2으로, 표면에서 첫 번째 



격자까지의 거리는 1e-05로 두었다. Inlet 조건은 velocity inlet, 
outlet 조건은 outflow, 그리고 날개 단면에선 no-slip조건으로 
주었다.  

패널법 code에서는 code 내에서 날개 형상을 계산하여 포텐
셜 값을 계산 후, 전산유동해석 code에 inlet velocity를 입력해야 
되는 Field point에서의 유기속도(induced velocity)를 계산하였
다.(Fig. 4)

Fig. 3 Computational mesh (R/c = 1)

Fig. 4 Field points and NACA0012 geometry in panel code
(R/c=1)

 참고로, 참고문헌 대상인 Eleni et al(2012)에서 채택한 계산 
영역은 날개의 앞날에서 앞쪽 방향, 날개 뒷날에서 아래와 위의 
방향으로 약 20chord이고, 총 격자의 수는 80,000개 이다.(Fig. 
5) 

Fig. 5 Computational mesh of a full domain (R/c=20) 
(Eleni et al(2012))

3. 하이브리드 기법 적용
3.1 계산 조건

유동해석을 위한 대상은 2차원 날개단면 형상인 NACA0012로 
선정하였다. 전산유동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에 적용한 
계산 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난류 모델은 k-ω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확산항과 대류항은 
second oder upwind, 압력 보정식에 대해서는   SIMPLE 
scheme을 사용하였다. 계산의 결과 값은 Eleni et al(2012)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격자를 생성하여 수행한 결과와 비교 하였다.

Table 1 Calculated conditions of FLUENT
Foil section NACA 0012
Grid type C-type

Reynolds number ×

Temperature 20°C
Density 998.2
Viscosity 0.001003·
Velocity 3.1

3.2 하이브리드 기법을 활용한 반복계산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기법은 우선 전산유
동해석법을 이용하여 초기 계산을 수행하여 얻어진  값을 패
널법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때, 식(10)의 ∆ 항이 전산
유동해석법에서 계산되어진 값으로 대체 되고, 미지수에서 상
수 값으로 바뀐다. 대체 되는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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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여기서, U는 유입속도, c는 chord 길이 이다.
 
식(18)을 식(10)에 대입 시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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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f       i f ≠ 



 패널법에 의해 계산된 포텐셜 값을 이용하여, 전산유동해석
의 입력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field points에서의 속도를 계산
하였다. 패널법에 의해 계산된 Field point에서의 유속은 전산유
동해석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며 반복 계산을 수행 하였다.

3.3 Field points velocity
 임의 위치(Field points)에서의 유기속도는 포텐셜의 미분으

로 구할 수 있다.

∇ 


 ∇





∇ 




 ∇




               (20)

 식(20)으로부터 x, y성분의 전체속도(total velocity)를 구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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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α는 입사각, 그리고 

u, v는 각각 x방향 y방향 전체 속도이다.

Fig. 7 Comparison field points x-velocity of a circular section, (α = 0°)

Fig. 8 Comparison field points y-velocity of a circular section, (α = 0°)

3.4 Field points velocity의 검증
 Field points에서 속도 값 검증을 위하여 원형 날개단면의 값

과 비교하여 검증하였고, 원형 날개 단면의 field points 속도는 
다음과 같다.



 cos 


cos




 sin 


sin

                   (22)

 
여기서, r은 원의 반경, R은 원의 중심에서 field point까지의 

거리, α는 입사각, 그리고 θ는 field point와 원점 사이의 각이다.
 

Fig. 6 Circular section geometry and field points for CFD 
calculation

 



Comp. 
Domain
(R/c)

Comp. 
time(s) No.of cell 

Grid 
Orthog. 
Quality

20(Eleni 
et al) 330 79,864 1.031 0.816747

10 330 79,864 1.031 0.793848

5 260 63,784 0.944 0.762521

2 224 47,704 0.946 0.784139
1 160 31,624 0.989 0.667391

Fig. 7, Fig. 8은 식(22)로 표시된 field point에서의 자체속도
와 식(21)으로 계산된 패널법에 의한 속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이론식과 패널법에 의한 계산 값이 잘 일치함을 보였다.

3.5 반복계산 과정

 패널법에 의해 계산된 field points에서의 x방향, y방향의 속
도 값을 경계면에서의 유입속도로 전산유동해석법에 입력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전산유동해석법에 의해 계산된 양력값()은 
식(19)에 입력되어 패널법에 의한 계산을 다시 수행한다. 이러한 
반복계산을 값이 일정한 값에 수렴할 때 까지 반복적으로 수
행한다. 

Fig 9. Boundary of CFD method and Panel method(Field point are located)

4. 계산 결과 및 토론
4.1 양력값()

Fig. 10 Convergence of  by number of iterations,
(R/c = 1, α = 10°)

 Fig. 10은 계산영역이 R/c=1인 경우, 패널법과 전산유동해석 
방법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기법에 의한 양력값()의 반복계산
에 의하여 수렴함을 보여주고 있다. 5번 정도의 반복계산을 통해 

 값이 0.989에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to the variation of 
computational domain (α = 10°)

Fig. 11 Comparison of  with computation domain
(α = 10°)

Table 2와 Fig.11은 계산영역이 감소함에 따른 값의 변화
를 보여 준다. 보는 바와 같이, 계산영역이 감소함에 따라 Grid 
orthogonal quality를 유지하면서 격자(Grid) 수를 줄일 수 있었
으며, 이에 따라 계산시간이 감소함을 보였다.

 계산영역이 감소함에 따라 값이 감소하고 있으나, R/c=1
인 경우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Fig. 12 Comparison of experiment results and computation results for    , (R/c = 1, Rn = ×)
 Fig. 12은 계산영역이 R/c=1인 경우, 입사각 별 양력계수를 

실험값(Theory of wing sections)과 비교한 값이다. 입사각이 
10°이내의 경우 실험값과 유사한 갑을 주고 있으나, 12°보다 큰, 
과도한 입사각에서는 박리현상을 모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하이브리드 기법에서는 입사각이 14° 이후가 되면 박리현상
이 발생하는데 반해 실험값에서는 입사각이 16°이후가 되어야 
박리현상이 나타난다. 

4.2 압력 및 속도 분포

Fig. 13 Static pressure contour(R/c = 1,  α = 10°)
 Fig. 13은 계산영역(R/c)이 1이고, 입사각이 10°일 때 정압

력을 보여 주고 있다. 입사각이 있는 경우, 날개 앞날의 아랫면
에 위치한 정체점(Stagnation point) 부근에서 가장 큰 압력이 걸
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14 Leading edge boundary layer(R/c = 1,  α = 10°)

Fig. 15 Trailing edge boundary layer(R/c = 1,  α = 10°)
 Fig. 14와 Fig. 15은 각각, 날개 앞날과 뒷날부근의 유속 

vector를 도시하였으며, upper와 lower surface에서 표시된 원 
내부 유동의 확대 그림은 Fig 16, 17, 18 그리고 19에 나타 내었
다. 

Fig. 16 Closed boundary layer on the upper of leading 
edge(R/c = 1,  α = 10°)

Fig. 17 Closed boundary layer on the lower of leading 
edge(R/c = 1,  α = 10°)



 Fig.16에서 보면 날개표면 바로 위는 점성의 영향으로 인해 
속도가 없고, 벽면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의 속도가 유입속도 
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undary layer 외부의 유속은 
점성의 영향을 최소로 받아 증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
로 인해 날개의 윗면이 날개의 아랫면보다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
다. 
 

Fig. 18 Closed boundary layer on the upper of trailing 
edge (R/c = 1,  α = 10°)

 

Fig. 19 Closed boundary layer on the lower of trailing 
edge (R/c = 1,  α = 10°)

 날개 뒷날 부근 속도 분포는 Fig. 18와 Fig. 19에서 보였으
며, 날개의 앞날과는 달리 윗면보다는 아랫면에서 속도가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랫면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천
천히 흐르던 유동이 뒷날부근에서 가속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윗
면에서는 뒷날 부근에서 감속되며 속도가 0에 가까워지며 받음
각이 증가할 경우 박리현상이 발생되어 역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3 토 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한 결과 계산영

역과 cell의 개수가 줄어들어도 값이 오차 3% 내외로 안정적
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계산시간도 줄일 수 있었
다. 그러나 반경을 줄이면서 같이 줄어든 cell의 개수로 인해 격
자의 orthogonal quality가 감소되어 오차가 증가하였다. 추후 계
획하고 있는 날개의 앞날과 뒷날부근의 국부유동을 관찰하기 위
해 orthogonal quality를 유지하면서 cell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면,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하여 계산시간을 확보하고, 관찰하고

자 하는 위치에 셀을 좀 더 집중시켜 짧은 계산시간 내 세부적 
국부유동을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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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파 중 전진하는 해양작업지원선박의 

운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박희승, 장호윤, 진송한(중소조선연구원)

Numerical Study on Motion of Platform Supply Vessel 

with Forward Speed in Regular Wave
Park Hui Seung, Jang Ho Yun, Jin Song Han

요 약

본 연구는 규칙파 중 전진하는 해양작업지원선박의 유체역학적 운동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3차원 비정상상태 점성유동으로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기법의 타당성 검증은 2010 Gothenburg CFD Workshop에서 제시된 KCS선형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3가지 규칙파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저항계수, 상하동요 및 종동요의 조화분석결과 모형시험과 비교하였다.

전진하는 속도에서 해양작업선지원선의 운동성능 해석조건으로는 λ/LPP=1.87, HS=0.078m의 규칙파 조건으로 해석하여 시간변

화에 따른 저항계수, 상하동요 및 종동요를 확인하였으며, 조화분석을 파악하였다.  

Keywords : Pitch motion(종동요), Heave motion(상하동요), Regular wave(규칙파), PSV(해양작업지원선), CFD(전산유체역학)

1. 서 론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상선 시장의 침체와 달리 해양플

랜트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 플랫폼에 

필요한 연료, 식료품, 화학 약품 등의 물자를 보급하고, 폐수, 시

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흙 등 발생한 폐기물을 육지로 수송하는 

해양작업지원선(Platform Supply Vessel, PSV)등 해양지원선

(Offshore Support Vessel, OSV) 시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작업선에 대한 주요 핵심기술로는 최적 설계기술, 선박성

능 고도화 기술 및 안전운항 평가 기술, 위험도 기반 최적설계조

건 도출, 화물창 설계기술, 빙하중과 유빙충돌 구조해석, 최적선

형 및 추진시스템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수준은 선

진국 대비 약 50% 미만으로 전적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국내에 해양작업지원선의 각 기술 분야에 

연구가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역을 항해하는 해양작업지원선의 선

행연구로써 규칙파 중 전진하는 해양작업지원선의 운동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치기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2010 Gothenburg CFD Workshop의 규칙파 중 

전진하는 KCS선형에 대한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2. 수치해석방법

2.1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 중 전진속도에서의 해양작업지원선의 

종동요 및 상하동요 운동을 수치해석 하기 위하여 유한 체적법에 

근거한 범용 프로그램인 Star-CCM+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3차원 비정상상태 비압축성 점성유동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지배방정식으로는 연속방정식과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방정식들인, 식(1)과 식(2)으로 각각 고

려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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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 와 는 직각좌표계, 속도성분들, 압력, 

중력가속도, 밀도와 점성을 각각 나타내며, 는 외력항이다. 또

한, 식(2)의 레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항 인 ′′는 

Realizable κ-ε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속도 압력 연성은 

SIMPLE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류항과 확산항에는 2차 상류차

분법과 2차 중심차분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선체 주위 서로 다른 

상을 가지는 이상유체(two-phase)로 고려하였으며 유체의 계면

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VOF(Volume of Fluid)기법을 적용하였다.

2.2 선체 운동방정식

 선박의 6자유도 운동은 전후동요(surging), 좌우동요(swaying), 

상하동요(heaving)을 구현하는 선형운동량 방정식과 횡동요

(rolling), 종동요(pitching), 선수동요(yawing)를 구현하는 각운동

량 방정식인 식(3)과 식(4)로 각각 고려되어진다.

   



 

                                    (3)

  


 
                                    (4)

여기서, 
, 는 각각 선체의 중력 작용 중심점 CG(center 

of gravity)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의  운동 방향 성분을 나타

낸다. 과 는 각각 선체의 질량과 관성모멘트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선박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의 변위를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전진하는 선박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만을 

파악하기 위하여 2자유도 운동을 고려하였다.

3. 수치해석기법 검증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해양작업지원선의 운동성능을 파악하기 앞서, 

수치해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선박은 축

적비(scale ratio) 52.6인 KCS선형이다. 이 선형에 대한 모형시

험 결과는 2010 Gothenburg CFD Workshop(Larsson, editor, 

2010)에 참가한 각 기관의 수치해석 결과에 대한 검증자로 제공

된 바가 있다. 본 연구의 검증 자료는 덴마크 Force Technology

에서 계측된 자료들이다.(Otzen et al. 2008)  

3.1 수치해석기법 검증

 

Fig. 1과 Table 1은 수치해석 검증 대상선형인 KCS 형상 및 

주요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입사파의 해석 조건으로써 각각의 선

속, 파장 및 파고에 대한 정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본 선형

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좌표계는 선체의 진행방향

을 x축, 폭 방향을 y축 그리고 높이 방향을 z축으로 선정하였다.

Fig. 2 (a)와 (b)는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KCS모형 주위 

생성 된 격자를 나타내었다. 계산영역은 -2.0≤x/LPP≤2.0, 0.0

≤y/LPP≤1.0, -1.0≤z/LPP≤0.5이며, 선체의 F.P.와 A.P.는 정

수면(z/LPP=0.046)의 x/LPP=-1.0과 x/LPP=0.0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경계조건으로써는 선체표면은 유속이 벽면 경계조건, 입구 

는 각각의 입사파 조건을 지정하였으며, 출구는 압력 경계조건, 

나머지 경계면은 유동의 대칭조건으로 지정하였다. 전체 격자수

는 약 130만이며, 선체표면에 수직한 최소격자 간격은 y+=50으

로 고려하였으나, 계산에서는 10≤y+≤100분포를 나타내었다.

파장 및 파고에 대한 격자수는 입사파 조건 C2, C3, C4에 대

하여 x방향으로 파장당 각각 67개, 116개, 77개 정도의 격자점

들이 분포되었으며, z방향으로는 파 진폭당 10개, 16개, 10개 정

도의 격자점을 분포시켰다. 수치계산 시간간격은 Δt=0.0025으로 

선체주변 유동장이 발달하여 상하동요 및 종동요의 변화가 일정

한 구간에서의 10주기 동안 수행하였으며, 이는 각각의 입사파 

조건에 대하여 한 주기당 717회, 945회, 771회에 해당하는 시간 

간격을 가진다. 

Fig. 1 KCS model

Table 1 Main particulars of KCS

KCS (scale ratio = 52.667)

Length LPP 4.3671m

Draft T 0.2051m

Beam B 0.6114m

Watted surface area SW 3.3975m

Block coefficient CB 0.615

LCB(%LPP), fwd+ - -1.48

Moment of inertia kXX/LPP 0.40

Moment of inertia kYY/LPP, kZZ/LPP 0.25

Table 2 Test cases in regular waves for KCS

Condition C2 C3 C4

Speed(m/s) V 1.701 1.701 2.151

Froude number Fn 0.26 0.26 0.33

Reynolds number Rn 6.52E+6 6.52E+6 8.27E+6

Wave length λ/LPP 1.15 2.00 1.33

Wave height(m) HS 0.084 0.146 0.097

Encounter frequency(Hz) fe 0.896 0.617 0.889



Fig. 2 (a) Domain extensions for KCS

Fig. 2 (b) Grid at the free surface for KCS

Fig. 3  Wave profiles of C2, C3 and C4

Fig. 3은 각각의 입사파 조건에서 t/T=10에서 파형 결과를 나

타내었다. 각각의 수치해석 결과 t/T 변화에 따른 파정(wave 

crest)은 약 ±3%미만의 파진폭의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른 파

저(wave trough)에서도 약 ±3%의 파진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

다. 또한, 출구에서부터 LPP/2 구간은 파 감쇠(damping)구간으

로 지정하여, 파진폭이 감쇠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3은 수치해석 결과에서 얻어진 시간변화에 대한 저항계

수, 상하동요 및 종동요에 대한 조화분석을 모형시험 결과와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저항계수는 모든 입사파 조건에서 0th 

amplitude대비 1st amplitude이 모형시험과 많은 차이를 보이며 

위상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저항계수의 크기와 위상 차이는 

2010 Gothenburg CFD Workshop에 게재된 타기관의 모든 수치

해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상하동요 및 종동요의 조화분석결과 

모형시험과 비교하여 ±20%오차 범위로 나타나는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모형시험과의 결과차이는 수치해석 결과만의 오차

가 아닌 모형시험의 조건 즉,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관성모멘트, 

예인점 등의 정확한 정보가 수치해석 조건과의 차이에 따른 것으

로 판단되어진다. 이는 Park et al.(2008)과 Deng et al.(2010)에

서도 모형시험과 수치해석간의 서로 다른 초기 조건들의 차이에 

따른 선박의 운동과 위상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Table 3 Harmonic amplitudes and phase of the total 

resistance coefficient, heave motion, pitch angle for KCS

CT

0th amplitude

(×10)

1st amplitude

(×10)

1st phase

(°)

C2
EFD 7.159 20.425 81.870

CFD 7.699 4.220 26.843

C3
EFD 6.033 32.067 70.811

CFD 4.149 13.299 75.625

C4
EFD 8.716 35.394 -260.205

CFD 8.709 4.339 -196.872

heave

0th amplitude

(mm)

1st amplitude

(mm)

1st phase

(°)

C2
EFD -5.436 39.544 -20.566

CFD -5.470 35.969 -14.347

C3
EFD -6.573 67.328 -3.095

CFD -5.599 66.799 -34.896

C4
EFD -12.274 61.811 -18.283

CFD -11.920 51.280 -10.134

pitch

0th amplitude

(°)

1st amplitude

(°)

1st phase

(°)

C2
EFD 0.064 2.095 8.485

CFD 0.050 1.867 22.846

C3
EFD 0.062 3.156 50.273

CFD 0.054 3.509 87.690

C4
EFD -0.067 2.523 46.097

CFD -0.082 2.019 43.736



3.2 선박운동해석

Fig. 4 PSV model

Table 4 Main particulars of PSV

PSV (scale ratio = 32.0)

Length LPP 2.500m

Draft T 0.2031m

Beam B 0.6250m

Watted surface area S 2.1575m

Block coefficient CB 0.650

LCB(%LPP), fwd+ - -3.59

Moment of inertia kXX/LPP 0.40

Moment of inertia kYY/LPP, kZZ/LPP 0.25

Table 5 Test case in regular waves for PSV

Condition

Speed(m/s) V 1.455

Froude number Fn 0.29

Reynolds number Rn 3.62E+6

Wave length λ/LPP 1.95

Wave height(m) HS 0.078

Encounter frequency(Hz) fe 0.864

본 연구의 대상선형인 해양작업지원선의 모형형상 및 주요제

원을 Fig. 4와 Table 4에 각각 나타내었다.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계산영역 및 경계조건은 수치해석검증에 사용되어진 조건

을 적용하였다. Table 5의 입사파 조건에 대하여 파장당 x방향으

로 156개, 파 진폭당 z방향으로는 10개 격자점을 분포시켰으며, 

시간간격은 Δt=0.001으로 선체주변 유동장이 발달하여 상하동요 

및 종동요의 주기가 일정한 구간에서의 15주기 동안 수행하였다. 

Fig. 5은 시간 변화에 따른 저항계수, 상하동요 그리고 종동요

를 나타내었다. 상하동요 및 종동요의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

듯이, 첫 번째 조우주기 이전은 선체를 고정시켰으며, 이후 조우

주기에서는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

여 다섯 번째 조우주기부터 일정한 값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체주변 유동장의 발달시켜 수치계산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선체의 중력 작용 중심점을 영점으

로 일정량의 침하량과 선수트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는 정수 중 전진하는 동일속도에서의 침하량 과 선수트림

의 값이 각각 -0.015m, 0.894°으로 규칙파 중 전진하는 선박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에서도 유사한 값의 침하량 및 선수트림이 발

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3은 수치해석 결과에서 얻어진 시간변화에 대한 저항계

수, 상하동요 및 종동요에 대한 조화분석을 나타내었다. 조화분

석 결과는 향후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Fig. 5 Time histories of total resistance coefficient, heave 

motion, pitch angle for PSV

Table 6 Harmonic amplitudes and phase of the total 

resistance coefficient, heave motion, pitch angle for PSV

CT

0th amplitude

(×10)

1st amplitude

(×10)

1st phase

(°)

CFD 11.636 28.207 72.783

heave

0th amplitude

(mm)

1st amplitude

(mm)

1st phase

(°)

CFD 12.054 44.042 109.929

pitch

0th amplitude

(°)

1st amplitude

(°)

1st phase

(°)

CFD 0.693 1.361 75.293



4. 결 론

규칙파중 전진하는 해양작업지원선의 운동을 고려한 난류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본 연구에 적용되어지는 수치해석기법

의 검증으로 KCS선형을 대상으로 모형시험에서 제시된 규칙파 

조건에서의 수치해석결과와 선형파 이론에서의 얻은 해석해와 

비교하였다. 또한, 운동해석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검증은 저항

계수, 상하동요 그리고 종동요의 조화분석 비교를 통해 수행되었

다. KCS선형에 대한 2010 Gothenburg CFD Workshop에 참가

한 타 연구기관들의 수치해석 결과에서도 한 기관이 다른 기관들

보다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관적으로 모형시험과 근접한 결과를 보

이지 않았다(Larsson, editor. 2010).

이러한 선박의 운동해석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이 보다 

정확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모형시험에서의 초기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정보가 수치해석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Carrica et al. 2006).

본 연구의 대상선형인 해양작업지원선의 수치해석 결과의 타

당성 검증은 향후 모형시험과의 비교를 통하여 수행되어질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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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저항 해석을 위한 직교격자 기반 수치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양경규(서울대학교), 김용환(서울대학교), 남보우(서울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tudy on a Cartesian-Grid-based Method for Analysis of Added 

Resistance
Kyung-Kyu Yang, Yonghwan Kim, Bo-Woo Nam

요 약

In this study, the ship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 in waves are calculated by using an 

Euler-equation-solver based on a Cartesian-grid method and non-uniform staggered grid system. A volume-fraction 

function for water, air, and solid phases are defined in each cell. To capture the interface between air and water, the

tangent of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 (THINC) scheme is used with a weighed line interface calculation (WLIC)

method. The volume fraction of solid body embedded in a Cartesian-grid system is calculated by a level-set based 

algorithm, and the body boundary condition is imposed by volume weighted formula. Added resistance is calculated by 

direct pressure integration on the ship surface. Numerical simulations for a Wigley III hull, S175 containership, and 

KVLCC2 have been carried out in regular head waves to validate the newly developed code. The ship motion 

responses and added resistance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Grid convergence test has been also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ensitivity of grid spacing on the motion response and added resistance.

Keywords : Added resistance(부가저항), EEDI(선박제조연비지수), Cartesian-grid method(직교격자법), Grid convergence test(격자 수렴도 

테스트), Seakeeping analysis (내항성 해석)

1. 서 론

선박이 실제 해상에서 운행하는 경우 바람이나 파랑 등으로 

인해 정수 중 전진하는 선박에 대한 저항 이외에 추가적인 저항

이 발생한다. 이 중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 문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선박의 EEDI 해석과 파랑 중 저항감소를 통한 고효율 선박

설계의 필요성과 함께 다시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Kim 

& Kim, 2010). 파랑에 의한 부가저항 문제는 운동과 저항을 동

시에 해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

고, 전후동요 방향 유체력의 절대적 크기가 다른 방향에 대한 힘

에 비해 작기 때문에 계측 장비나 실험 방법, 모형선의 크기, 수

치 기법, 격자 등에 따라 부가저항 값이 민감하게 변화한다.

부가저항에 대한 연구는 실험에 많이 의존하여 왔다. Journee 

(1992)에 의해 다양한 Wigley 선형에 대한 체계적인 부가저항 계

측 실험이 수행된 바 있고, Fujii and Takahashi (1975)와  

Nakamura and Naito (1977)는 S175 컨테이너선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수치적 방법을 이용한 부가저항 계산은 이상 유동에 근거한 

퍼텐셜 기반 수치 기법들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

다 (Kim & Kim, 2010). 이에 반해 CFD를 이용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주로 선박의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

으나 부가저항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Orihara and Miyata 

(2003)는 선수규칙파 중 SR-108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동응답과 

부가저항을 WISDAM-X라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

석한 바 있다. Visonneau, et al. (2010)은 ISIS-CFD라는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선수규칙파 중 선박의 상하운동과 부가저항을 계

산하였는데, 비정렬격자(unstructured mesh)를 사용하고 

analytical weighting mesh deformation을 적용하여 선박의 움직

임을 구현하였다. Hu and Kashiwagi (2007)는 constrained 

interpolation profile(CIP) 기법을 적용하여 직교격자에서 선박의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운동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물체의 부피 비를 이용

하여 직교격자 내부에서 선박의 움직임을 처리하였다. 하지만, 

두 계산 결과 모두 선박의 운동 응답은 실험과 유사하였지만, 부

가저항의 경우실험 및 퍼텐셜 기반 계산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

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 (Yang, et al., 2012)에서 개발된 직

교격자에 기반을 둔 선박의 대변위 운동해석 프로그램을 개선하

여 Wigley III 선형과 S175 컨테이너선, KVLCC2에 대한 부가저

항을 해석하였다. 이 기법에서는 유한체적법에 근간하여 이산화

를 하였고, 다단계 방법(fractional step method)을 사용하여 유

체 압력과 속도를 연성하였다. 또한, 자유표면과 물체를 구분하

기 위하여 주어진 셀에서 특정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 비를 나타

내는 밀도 함수를 도입하였다. 물에 대한 밀도 함수는 

volume-of-fluid(VOF) 계열의 기법 중 하나인 tangent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THINC) 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선

박과 같은 복잡한 형상에 대해 각 셀에서의 부피 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레벨셋(level-set) 기반 수치기법을 적용하였다. 

부가저항을 계산하기 위하여 퍼텐셜 이론에서는 원거리 영역 

공식(far-field formulation)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압력을 선체표면에서 적분하여 전체 힘을 구하여 정수 중과 

파랑 중 전진하는 선박의 운동을 계산하고 시간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통해 부가저항을 계산하였다. 물체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

하기 위하여 격자 중심과 벽면에서 계산 된 부피 비를 거리에 따

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취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부가저항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격자 조건에 대한 

수렴도 및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하여 정확한 부가저항 계산을 위

해 필요한 격자 조건을 검토하였다.

2. 수치기법

2.1 유체영역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격자와 좌표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직

교 격자계(Cartesian grid)를 사용하였으며, 선체 주변과 자유표

면 근처에 격자를 집중시켰다. 파와 선체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위하여 각 격자에서 각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 비를 나타내는 스

칼라 함수(ɸm, m=1: 물, m=2: 공기, m=3: 물체)를 정의하였다.

비정상,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Euler 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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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속도와 법선벡터를 의미하며,  와 p는 밀도

와 압력이다. 그리고 는 유체장 내 단위체적당 외력(body 

force)를 의미한다. 또한, Ω 는 전체 영역을 의미하고 Γ 는 영역

의 경계를 나타낸다. 속도와 압력의 연성은 비정상 유동계산에 

효율적인 다단계 방법(fractional step method)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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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u 는 속도성분에 대한 검사체적의 부피를 의미하고 Γl 

은 해당 검사체적 벽면의 넓이를 의미한다. 속도와 압력의 위첨

자는 시간 단계를, 별표는 중간 단계의 속도를 나타낸다. 대류 

항에 대한 시간 차분에 1차의 명시적 오일러(explicit Euler) 기법

이 적용되었으며, 압력-포아송방정식 (4)에 대한 풀이에 

Bi-CGSTAB 기법을 이용하였다. 대류 항의 공간에 대한 이산화

는 벽면에서의 플럭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monotonized central 

제한자(limiter)를 이용하여 셀 벽면에서의 속도를 계산하였다. 3

차원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directional splitting 방법을 사용하

였고, 압력 항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중심차분법(central 

difference scheme)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ɸ1 대한 이송 방정식은  VOF 계열 기법 중 하나인 tangent of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THINC, Xiao, et al., 2005) 

기법과 다차원 효과를 고려하는 weighed line interface 

calculation(WLIC, Yokoi, 2007) 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Tangent hyperbolic 함수를 이용하여 벽면에서의 플럭스를 계산

하는 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각 물질의 부피 비를 이용하

여 셀에서의 물리적인 밀도를 구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 물체에 

대한 밀도는 물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Fig. 1 Coordinate system and definition of 

volume fraction functions



2.2 물체에 대한 처리

임의의 형상을 갖는 물체에 대한 직교격자 내에서 부피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레벨셋(level set) 기반 방법을 적용하였다. 물체

의 경우 운동방정식을 통하여 매 시간마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밀도 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풀지 않고 기하학 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부피 비를 계산할 수 있다. 물체 표면에서 임의

의 격자점에 이르는 거리를 계산하고, 그 격자점이 물체의 내부

인지 외부인지 판단을 하여 부피 비를 계산 할 수 있다 (Yang, et 

al., 2012).

각 셀에서 물체에 대한 밀도 함수 값을 알고 있는 경우 다음 

식을 이용하여 물체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Hu & 

Kashiwag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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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속도가 정의된 검사체적 중심에서 물체의 속도를 나

타내고, 



는 각 속도 검사체적에 대한 물체의 부피 비를 의미

한다. 위 식을 사용하는 경우 물체경계 조건을 정확한 물체표면

에서 만족하지 않지만, 관성력이 지배적인 문제에는 정확한 결과

를 제공한다.

엇갈림격자(staggered grid)를 사용하는 경우 속도성분마다 

검사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부피 비를 계산

해야한다. 이 때, 각 검사체적 중심에서의 거리 정보만으로 부피 

비를 계산하면, 물체에 대한 부피 비가 0 혹은 1에 가까운 경우 

정확한 부피 비를 계산 할 수 없다. 더욱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특정 검사체적과 이를 둘러싼 다른 검사체적에서의 부피 비를 식

(7)과 같이 평균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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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수 a,b,c,d는 각 검사체적 마다 다르게 결정 되며, 검

사체적 중심에서 다른 검사체적 중심까지의 거리에 따라 계산된

다.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를 갖는 형상의 경우 평균에 의한 물체 

표현에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물체 경계조건에 직접 사

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국부적인 유동 차이를 발생시킨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가지 선형에 대하여 삼각형 

표면 격자 모델과 이를 통해 계산된 부피비의 iso-surface를 나

타낸다. 레벨셋에 기반을 둔 부피비 계산 방법이 주어진 물체의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다음 식과 같이 면적분을 이

용하여 계산되며, 본 연구에서는 압력에 의한 성분만 고려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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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Face'는 물체를 나타내는 전체 삼각형 개수를 의미하고, 

p, ΔS, n은 각각 직교 격자로부터 구해진 삼각형 표면에서의 압력

과 삼각형의 면적 및 법선벡터를 의미한다. 아래첨자 l 은 각 삼

각형 인덱스를 의미하고 x
c
와 xcg는 각각 삼각형 중심 및 물체의 

무게중심 좌표를 뜻한다. 삼각형의 세 꼭짓점과 중심이 포함된 

직교 셀에서 계산 된 압력 값을 이용하여 삼각형 표면에서 정의

되는 압력 값을 계산하였다.

Fig. 3은 이상에서 설명한 수치기법을 정리하여 프로그램의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 조건과 격자 정보, 선체를 표현한 

삼각형 표면격자 파일을 입력 받은 후, 환경 변수들에 대한 초기

화를 진행한다. 메인프로그램의 구조는 크게 유체영역에 대한 

해석과 물체에 대한 처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앞서 설명한 

수치기법들을 이용하여 지배방정식을 풀게 된다. 각 수치기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Yang, et al. (2012)에서 찾을 수 있다.

Fig. 2 Examples of calculating the volume fraction for 

Wigley III, S175 containership, and KVLCC2

Fig. 3 Flow chart of the present program



3. 수치해석결과

3.1 운동응답

입사파의 정확한 생성을 위하여 Stokes 선형 해에 따른 속도

조건을 왼쪽 벽면에 강제하여 입사파를 생성하였고, 일정한 속도

의 유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전진속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였다. 파가 전파되는 후방에서 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해 감

쇄영역을 두었고, 측면은 벽면 경계조건으로 계산하였다.

Wigley III 선형에 대한 선수파 중 상하동요와 종동요의 운동응

답을 실험 결과(Journee, 1992)와 비교하여 Fig. 4에 나타내었

다. Froude number(Fn)의 값이 0.3인 경우로, 입사파고의 크기

는 실험과 동일하게 A/L=0.0063 으로 설정하였다. 채워진 사각

형 기호는 실험결과이고 점선에 삼각형 기호는 물체의 부피 비를 

계산할 때 평균을 취하지 않은 경우, 실선에 원형 기호는 평균을 

취한 경우로 두 경우 운동응답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진 주파수 부근에서 상하동요 응답의 경우 실험보다 약간 큰, 

종동요 운동응답은 약간 작은 계산 결과를 얻었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실험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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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motion transfer function of 

Wigley III hull (Fn=0.3, A/L=0.0063)

Fig. 5와 Fig. 6는 각각 S175 컨테이너선과 KVLCC2 선형에 

대하여 선수파 중 상하동요 및 종동요의 파장에 따른 운동응답을 

계산한 결과이다. 고정 된 H/λ(=1/40)를 사용하여 실험 결과와 

(Fonseca & Soares, 2004; Sadat-Hosseini et al., 2013) 비교

한 것이다. 상하동요 및 종동요를 제외한 나머지 운동은 구속된 

상태로 계산하였다. S175의 경우 상하 및 종동요 모두 λ/L=1.5 

근방에서 실험보다 약간 큰 운동 응답을 보이고, KVLCC2의 경

우 λ/L=1.5이상의 파장에서 종동요 운동 응답이 실험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Wigley III 선형에 대한 결

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경향이 실험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175 컨테이너선의 운동응답에 대해서는 λ/L=1.25 경우

에 대한 격자 의존도 테스트 결과를 같이 표기하였다. 계산 조건

은 Table 1에 나와 있으며, 반폭 선형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고 

전체 격자수를 100만 개부터 300만 개까지 증가시켰다. 이때 유

의할 점은 길이 방향과 높이 방향 격자에 대한 종횡비(Δx/Δz)가 

20보다는 작게 설정해야 한다. 이 값보다 커지는 경우 입사파가 

정확하게 구현 되지 않아 운동응답에 많은 차이가 발생된다. 격

자를 조밀하게 함에 따라 수렴된 운동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었

고, 운동응답의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해보면 격자에 대한 의존도

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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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motion transfer function of 

S175 containership (Fn=0.25, H/λ=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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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motion transfer function of 

KVLCC2 (Fn=0.142, H/λ=1/40)

3.2 부가저항

같은 전진속도에 대하여 정수 중과 파랑 중에 선박에 작용하

는 저항을 각각 계산하여 두 값의 차이를 통해 부가저항을 계산

하였다. Fig. 7은 정수 중과 파랑 중에 전진하는 선박에 대한 대

표적인 파형을 나타낸 것으로 정수 중에는 캘빈파(Kelvin wave) 

형상이, 파랑 중에는 켈빈파와 입사파, 선박으로 인해 산란되는 

파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Fig. 8은 Wigley III 선형에 대한 물체 부피비 계산 방법에 따

른 전후방향 힘의 시계열을 나타내며, 파랑 중 선체에 작용하는 

전후방향 힘은 비선형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정수 중의 경우는 힘의 평균값이 거의 차이가 없지만 파랑 

중 전진하는 경우에는 평균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평균을 취한 

경우에 비해 큰 평균값을 갖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Wigley 

III 선형의 경우 선수·선미 부근이 두께가 거의 없는 얇은 판 형태

이기 때문에 선박의 자세에 따라 물체 표현의 정도가 달라져 국

부적인 유동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a) in wave

(b) in calm water

Fig. 7 Typical wave contour pattern around Wigley III hull

(Fn=0.3, λ/L=1.0, A/L=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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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surge forces between with and 

without averaging of volume fraction function for Wigley III 

hull (Fn=0.3, λ/L=1.0, A/L=0.0063)

두 전진속도(Fn=0.2, 0.3)에 대해 파장에 따른 부가저항을 실

험과 비교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앞서 시계열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물체의 부피비를 계산할 때 평균을 취한 경우 즉, 물

체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 경우 실험과 근접한 부가저항을 얻을 

수 있었다. 물체 표현에 따른 부가저항의 차이는 Fn=0.2에서는 

파장이 선체 길이 보다 긴 경우, Fn=0.3에서는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 이는 선박의 운동이 커지는 경우로, Wigley III 선형의 

선수와 선미부 형상에 대한 표현의 정도 차이가 더욱 커지고 이

것이 국부적인 유동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부가저항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Conditions for grid dependency test

 (S175 containership, Fn=0.25, λ/L=1.25)

Index L/Δx B/Δy A/Δz Total #

Coarse 37.5 14.5 5.9 1,009,800

Mid 50.0 19.4 7.8 1,356,410

Fine 75.0 29.0 11.7 2,059,904

Table 2 Conditions for grid dependency test

 (S175 containership, Fn=0.2, λ/L=0.5)

Index L/Δx B/Δy A/Δz Total #

Coarse 78.9 29.0 6.7 2,140,800

Mid_dx 145.8 29.0 6.7 2,899,200

Mid_dy 78.9 40.0 6.7 2,542,200

Mid_dz 116.7 29.0 10.9 3,000,512

Fine 145.8 40.0 10.9 3,97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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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of Wigley III hull 

(A/L=0.0063)

Fig. 10은 두 가지 다른 전진속도(Fn=0.2, 0.25)에 대한 S175 

선형의 부가저항 계산 값을 실험과 (Fujii & Takahashi, 1975; 

Nakamura & Naito, 1977) 비교한 것이다. 모든 파장에 대해 실

험과 유사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Wigley III 선형과는 다

르게 물체 부피 비에 대해 평균을 취한 것의 효과는 크지 않다. 

이는 Wigley III 선형의 경우 선수 및 선미에 두께가 거의 없는 부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에 따른 물체 표현이 달라지지만, 

S175선형의 경우 선수 형상이 상대적으로 뭉툭하여 두 방법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격자에 대한 의존도 결과를 같이 표기 하였으며, 계산 조건은 

Table 1과 2에 나와 있다. 격자를 조밀하게 함에 따라 부가저항 

값이 실험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변화하는 폭이 운동

응답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단파장 

영역의 경우 파고 안에 적용되는 높이(z) 방향 격자 개수가 중요

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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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of S175 

containership (H/λ=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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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added resistance of KVLCC2 

(Fn=0.142, H/λ=1/40)

KVLCC2 선형에 대한 부가저항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앞선 Wigley III 선형과 S175 선형에 대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물체에 대한 부피비 계산에는 평균을 취하

여 표현 정도를 높였다. 모든 파장 영역에 걸쳐 계산 결과가 실

험 결과 (Sadat-Hosseini et al., 2013)와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교격자 기반의 수치기법을 이용한 선박의 운

동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Wigley III 선형과 S175 컨테

이너선, KVLCC2 선형에 대한 운동응답과 부가저항 해석을 수행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직교격자 내부에서 선박과 같은 복잡한 형상을 갖는 물체를 

다루기 위하여 레벨셋 기반의 수치기법을 적용하였고, 더욱 

정확한 물체 표현을 위하여 셀 중앙과 벽면에서의 정보를 거

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취하였다. 이로부터 선

박 형상의 표현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 Wigley III 선형에 대한 운동응답과 부가저항 계산은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주었으며, 선수와 선미에 얇은 형상에 대한 

표현의 정확도에 따라 부가저항 값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 S175 컨테이너선과 KVLCC2 선형의 경우도 운동응답과 부

가저항에 대해 실험과 근접한 계산 결과를 얻었다.

� 부가저항의 경우 격자수에 따라 운동응답 보다 민감하게 변

화하였고,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법에서는 정확한 부가저항 

계산을 위하여 입사파고 내에 높이 방향으로 10개 이상의 격

자가 필요하며 길이 방향과 높이 방향의 격자 종횡비는 입사

파의 정확한 구현을 위해 중요한 인자로, Δx/Δz 값을 20이하

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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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초월공동 운동체의 항력특성에 대한 실험연구
전윤호(충남대학교), 안병권(충남대학교)

Experimental Study on Drag Characteristics of 

Three-dimensional Supercavitating Bodies
Yun-ho Jeon, Byoung-Kwon Ahn

요 약

When a submerged body is traveling at high speeds, the cavity forms and grows up at a fore part of the object 

called cavitator, and the body is eventually enveloped by vaporized water, supercavitation. As a result, the only part

of the object in direct contact with the water is the cavitator, so skin-friction drag is significantly reduced. In this 

study, we present experimental study on supercavitating flows around axisymmetric bodies. Experiments are carried at 

the CNU cavitation tunnel. We investigate geometrical characteristics of supercavities generated by several type 

cavitators; cavity length and width are examined according to different flow conditions. Drag forces acting on the 

cavitator are also measured.  

Keywords : Cavitator(캐비테이터), Supercavitation(초월공동), Cavitation Tunnel(캐비테이션 터널), Drag(항력)

1. 서 론

수중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 주위의 국부압력이 유체의 

증기압(vapor pressure)보다 낮아지면 유체는 기화되어 캐비테이

션(cavitation, 공동)이 발행한다. 대표적인 예는 선박용 프로펠러

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추진효율을 감

소시키고, 경우에 따라 심각한 수중 소음과 프로펠러 표면 침식

과 같은 폐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수중 물체의 이동 속도가 더욱 증가

하게 되면 공동은 물체의 형상을 덮을 만큼 성장하게 되는데 이

를 초공동(super-cavitation)이라 한다. 초공동으로 둘러싸인 이

동물체는 마치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물체에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저항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최근들어 이 같은 초공동 현상의 장점을 이용하여 수중에

서는 극초고속이라 할 수 있는 200 노트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어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초공동 기술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1940년대부터 Reichardt

의 환기공동(Ventilated supercavity)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1950

년대에는 free-jet water tunnel에서의 정상상태 캐비티 실험연구

(Self and Ripken, 1955)가 있었고, 캐비테이션 터널 실험을 통

해 쐐기형과 평판형 물체에서 발생되는 공동의 형상(cavity 

shape)특성에 대한 연구(Waid, 1957)가 있었다. 이 외에도 

1950년대에 초공동화 기술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있었

지만 그 뒤로 1990년대 중반까지 다른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90년대에 러시아에서 Shkval이라는 초공동 어뢰를 개발

하여 실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국가 사이에서는 초

공동 어뢰를 차세대 수중 무기체계로 인식하고 활발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목적에 대한 연구의 특성상 제한된 범

위의 연구결과만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공동 어뢰의 전면

에는 초기 공동을 생성시키고 이를 초공동으로 성장시키는 역할

을 하는 캐비테이터(cavitator)가 설치되어 있다. 캐비테이터의 

형상에 따라 발생되는 공동 특성이 결정되며, 초공동 발생이후 

대부분의 항력은 캐비테이터에 작용하기 때문에 캐비테이터의 

형상설계는 초공동 어뢰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터의 초공동 특성에 대한 그동안의 연

구(Ahn, et al., 2010, Lee, et al., 2012)를 바탕으로 3차원 축

대칭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초공동 특성과 몸체를 포함한 전

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항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캐비테이션 터

널에서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실험 장치

모형실험은 충남대학교의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수행되었다. 

시험부의 단면은 100mm x 100mm(가로x세로)이며, 관측부의 길

이는 1400mm이다. 최고 유속은 20m/s이며, 캐비테이션 수는 

0.3 ~ 5.0까지 조절이 가능하다(Fig. 1). 본 실험 연구에서는 원

판형(disk type)과 원뿔형(cone type) 캐비테이터를 대상으로 생

성되는 초공동 형상특성을 관찰하고 작용하는 항력특성을 계측

하고자 하였다. 캐비테이터의 직경은 15mm와 20mm 두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캐비테이터 후방에는 직경 15mm와 길이 450mm, 

직경 6mm와 길이 450mm로 구성된 몸체가 위치하고 있다(Fig. 

2). 캐비테이터는 초기 공동을 만들고 이를 초공동으로 성장시키

는 역할을 한다. 각 형상별 캐비테이터에서 생성되는 초공동의 

기하학적 특성(공동 길이와, 폭)을 관찰하기 위해 캐비테이터는 

몸체와 분리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공동이 생성되면서부터 초

공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캐비테이터에 작용하는 항력과 몸

체에 작용하는 항력을 구분하여 계측하기 위해 캐비테이터에는 

다이아프램형 1축력계를 설치하고, 몸체에는 스트럿으로 연결된 

3축분력계를 설치(Fig. 3)하여 작용 하중을 계측하였다. Fig. 4는 

원판형 캐비테이터가 터널 관측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Fig. 1 CNU Cavitation tunnel 

Fig. 2 Test models

Fig. 3 Diaphram force sensor and dynamometer

(a) side view

(b) top view

Fig. 4 Experimental set-up

3. 실험 결과

3.1 초공동 형상특성 평가

먼저 원판형(Disk)과 원뿔형(Cone) 캐비테이터에서 발생되는 

초공동 형상을 관찰하고 기하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Fig. 5와 

6은 직경 15mm와 20mm 원판형 캐비테이터에서 발생되는 초공

동 특성을 보여준다. 캐비테이션 수가 낮아짐에 따라 캐비테이터

에서 생성된 공동은 초기에는 재돌입하는 후류와 혼합되어 액체-

기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완전한 기체 상태의 초공동으로 성장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캐비테이터 직경이 클수록 높은 캐비테

이션 수에서 초공동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과 8은 

원뿔형 캐비테이터에서 생성되는 초공동 형상을 보여준다. 원판

형과 비교하여 낮은 캐비테이션 수(높은 유속)에서 초공동이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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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캐비테이터에서 발생되는 초공동의 정량적인 형상 특성은 

Fig. 9와 10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초공동의 길이(Ls)와 두께

(Ds)는 캐비테이터의 직경(Dc)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같은 캐비

테이션 수에서 원판형 캐비테이터가 원뿔형에 비해 길고 두꺼운 

초공동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Comparison of cavity length & diameter (Disk)

Fig. 10 Comparison of cavity length & diameter (Cone)

3.2 항력특성 평가

여러 형상의 캐비테이터에서 발생되는 초공동의 형상특성은 

작용하는 항력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험연구에서는 공동이 발생하여 초공동으로 성장

하는 과정에서 캐비테이터에 작용하는 항력을 계측하여 그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 11과 12는 각각 직경이 15mm와 

20mm인 원판형과 원뿔형 캐비테이터에 작용하는 항력을 보여준

다. 캐비테이터에 작용하는 항력은 대부분 형상저항 성분으로 원

뿔형에 비해 원판형에 더 큰 항력이 작용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다. Fig. 13은 유속변화에 따른 항력계수를 보여준다. 

Fig. 11 Drag force acting on the disk type cavitator

Fig. 12 Drag force acting on the cone type cavitator

Fig. 13 Drag coefficients



Fig. 14는 캐비테이션 수 변화에 따른 항력계수를 보여준다. 

이때 캐비테이션 수는 유입유속을 11m/s와 12m/s로 고정시키고 

터널의 압력을 낮춰가며 제어하였다. 캐비테이터의 직경 변화에 

따라 항력계수의 편차가 있지만, 이를 통해 원판형과 원뿔형 캐

비테이터에서 공동이 생성되어 성장하는 동안 작용하는 항력특

성을 알 수 있다. 

 

Fig. 14 Drag coefficients

4. 결 론

캐비테이터는 공동을 발생시키고 초공동으로 성장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초공동 수중운동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부품이

라 할 수 있다. 본 실험연구에서는 캐비테이터의 대표적인 형상

이라고 할 수 있는 원판형과 원뿔형 캐비테이터에서 발생되는 초

공동 형상특성을 계측하였다. 이는 해당 형상의 캐비테이터 후방

에 위치하여 초공동으로 둘러싸여야 할 몸체의 형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론해석과 함께 실험검증을 통해 

설계 파라미터를 축적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원뿔형에 

비해 원판형 캐비테이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높은 캐비테이

션 수)에서 길이와 지름의 크기가 더 큰 초공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뿔형의 경우 원판형과 같은 직경을 가지고 있더라

도 발생되는 공동은 접수표면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평판형 캐비테이터에 비해 작은 체적분포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캐비테이터 설계에 있어 초공동 형상특성과 함께 작용 하중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캐비테이터에 다이아프램형 1축력계를 설치

하고, 각 형상별 작용하중을 계측하였다. 캐비테이션 수가 같을 

때, 원판형의 캐비테이터는 같은 지름의 원뿔형 캐비테이터에 비

해 더 큰 체적을 가지는 초공동을 생성시키지만, 더 큰 항력이 

작용이 작용한다. 즉, 해당 초공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상대

적으로 더 큰 추력을 필요로 한다. 

본 실험연구를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수중운동체에서 발생

되는 초공동의 길이와 체적분포, 작용 하중은 운동체 전면에 설

치된 캐비테이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초공동 특성에 대한 연구의 

중간결과로 차 후 다양한 운용조건별 작용 하중과 국부 압력을 

계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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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 및 비점성 해석법을 이용한 초월공동 유동 수치해석
김지혜(충남대학교), 최정규(충남대학교), 안병권(충남대학교), 김형태(충남대학교)

Numerical analysis of supercavitating flows

based on viscous/inviscid method
Ji-Hye Kim, Jung-Kyu Choi, Byoung-Kwon Ahn, Hyoung-Tae Kim 

요 약

As the next generation of underwater weapon systems, recently supercavitating torpedo has been studied because

of its high-speed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present a numerical method based on the potential flow.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shape of supercavities and drag forces are investigated. In addition, we introduce a 

viscous-potential method to compensate for the effects of viscosity.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viscous 

calculations using a commercial package, FLUENT V13.  

Keywords : Cavitator(캐비테이터), Supercavitation(초월공동), Invisicid Flow(비점성 유동), Viscous Flow(점성유동), Viscous-Potential Flow

(점섬-포텐셜 유동)

1. 서 론

최근 초월공동 현상을 바탕으로 수중에서 극초고속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어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뢰

의 전면에서는 공동을 발생시키고 이를 초월공동으로 성장시키

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캐비테이터(cavitator)가 존재하

며, 이는 초월 공동 운동체의 핵심 요소 부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캐비테이터의 개발을 위하여 비점성 유동해석법에 기

초로 한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을 바탕으로 

(Kim, Y.G.  et al.,1995) 3차원 축대칭 물체에서 발생되는 초월

공동의 생성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발생되는 초월공동의 크기와 

작용하는 항력을 계산할 수 있는 해석법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Ahn  et al., 2012). 현재 이 방법은 캐비테이터 자체의 영향만

을 고려하고 캐비테이터 뒤에 위치한 몸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마

찰 저항의 영향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동

이 수중운동체의 몸체를 모두 감싸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과 직접

적으로 접촉하는 면에 작용하는 마찰저항의 영향은 무시하기 힘

들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마찰 저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점성을 고려하여 해

석하는 기존 상용 프로그램의 해석 결과와 현 개발 중인 프로그

램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향후 개발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2. 비점성 해석법의 정식화

2.1 지배 방정식 및 경계 조건

공동이 지배방정식을 Laplace 방정식으로 갖는 이상유체의 무

한 유동 중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캐비테이터 주변의 유동을 

유일하게 정의한다. 직교좌표 상에서 캐비테이터에 의해 발생한 

초월공동은 3차원인 경우 축 방향을 후류 방향으로 하는 Fig. 1 

과 같은 형상으로 표현된다. 초월공동이 발생한 경우의 유동 해

석을 위하여 캐비테이터 몸체 부분은 

, 초월공동이 발생한 부

분을 

 라고 한다. 여기서  은 캐비테이터 표면에서 유체 영

역을 향한 단위 법선 벡터이다. 

Fig. 1 Geometric definition of cavitator and super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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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동장에 대해서 무한 원방에서는 속도가 교란되지 않고 

유동은 캐비테이터 표면을 침투할 수 없다. 초월공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월공동 표면에서의 경계조건과 초월공동의 마감 조

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경계조건으로는 초월공동 표면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없다는 운동학적 경계조건과 초월공동 표

면에서의 압력은 유체의 증기압, 즉 초월공동 내부의 압력과 같

다는 동역학적 경계조건이 있다. 이렇게 발생한 초월공동에 마감

조건을 부여하며, 초월공동의 마감조건에 대해서는 2.3절에서 자

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2.2 적분방정식

경계면으로 둘러싸인 무한유체 영역에서 지배 방정식을 만족

하는 유기 속도 포텐셜  는 Green 정리를 만족한다. 경계치 문

제의 해석을 위하여 경계면에 법선 다이폴과 쏘오스를 분포하기

로 한다. 캐비테이터의 표면과 공동 표면에 다이폴을 분포함으로

써 양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쏘오스는 공동 발생 범위에만 

분포시켜 공동의 두께 영향을 표현함으로써 경계치 문제를 정식

화하였다. 경계면에 분포된 법선 다이폴은 그 경계면 사이에 속

도 포텐셜의 차이를 주고, 그 때의 속도 포텐셜의 차이는 법선 

다이폴의 세기, 


와 같다. 또한, 경계면에 쏘오스를 분포하

면 쏘오스는 경계면을 사이에 두고 법선 방향으로의 속도 차이를 

주며 그 값은 쏘오스의 세기, 


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

한 적분방정식은 다음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초월공동 표면에서의 속도 포텐셜의 변화는 선형적이며, 캐비

테이터의 끝단의 위치를 





 , 접선방향 속도를 




 라고 하

면, 포텐셜의 정의에 따라 전체 속도 포텐셜은 다음 식 (2)와 같

이 정의된다.




 















       (2)

앞서 법선 다이폴의 세기는 포텐셜의 값으로 정의되었기 때문

에 캐비테이터의 끝단에서의 속도 포텐셜 값을 알면 초월공동 표

면에서의 법선 다이폴의 세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를 Total 

Potential Formulation 으로 표현하면, 최종적으로 다음 식 (3)과 

같이 정리된다.





∞
∙



 
∪ 








 






         (3)

2.3 공동 마감 모형

공동 표면을 따라서 압력이 일정하다는 동역학적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유한한 길이의 공동은 존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실제 

유동에서는 공동 표면에서의 속도가 작아지는 압력 회복 구간이 

존재하고, 공동 끝부분에서의 유체의 관성력이 줄어들어 표면 장

력 등에 의한 공동 마감 현상이 일어난다. 유한한 길이의 공동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끝부분을 마감하는 유동 모형

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선형 공동 마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Kim, Y.G.  et al.,1990). 선형 공동 마감 모형에서는 공동 표면

에 법선 다이폴과 쏘오스를 분포시켰을 때, 공동의 모양은 쏘오

스의 세기와만 관계가 있으며 공동이 닫히기 위해서, 즉 유한한 

공동 길이를 갖기 위해서는 공동 표면에 분포된 쏘오스의 합이 0 

이 되어야 한다. 발생한 초월공동의 길이로 적분하여 나타낸 식

이 다음과 같다.






                  (4)

실제 유동에 있어서는 공동의 뒷부분에서 압력 회복 구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 의한 공동 문제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압

력 회복 구간을 인위적으로 주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해

석의 결과로서 이러한 압력 회복 구간을 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

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압력 회복 구간의 존재를 무시하고 

모든 공동 표면에서의 압력이 일정하다는 선형 마감 모형을 채택

하였다. 또한 이는 전체 계산의 수렴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으로 사용되어 반복 계산의 종료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2.4 Kutta Condition

날개 끝단의 내각이 0도인 이상적인 날개의 경우에는 날개 위

쪽과 아래쪽의 속도가 동일하다는 조건이 성립하지만, 캐비테이

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캐비테이터의 끝단에 정체점이 형성되

므로 이러한 조건을 쓰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유

동의 경우 이 범위는 아주 작어 무시할 정도이므로 아래 식과 같

이 캐비테이터 끝단 양쪽의 접선 방향 속도가 동일하다는 조건을 

써서 Kutta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lim
→



 lim

→




                 (5)

이때  는 캐비테이터의 끝단을 말하며, 




 와 





 는 

각각 캐비테이터의 끝단과 연결된 부분에서의 캐비테이터와 발

생한 초월공동의 표면에서의 위치에서의 속도를 나타낸다. 

2.5 적분방정식의 이산화

이산화된 캐비테이터와 초월공동의 표면에 법선 다이폴과 쏘

오스를 분포하였을 때, 각 패널 상에서의 쏘오스와 법선 다이폴

의 세기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캐비테이터와 초월공동 표면을 

일정한 길이의 패널로 나눌 때 주의할 점은 캐비테이터 끝단의 

패널길이(

)와 초월공동이 시작하는 부분의 패널의 길이(


)가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길이가 크게 다를 경우 수치 해

석 과정에서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정확한 결과 값을 얻기 어

렵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       (6)

식 (3)을 이산화하여 다시 정리하면   번째 패널에서의 전체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7)

이때 ,   와   는 각각 법선 다이폴(즉, 전체 패널의 

개수, 


), 쏘오스, 캐비테이터에 분포된 법선 다이

폴의 패널의 개수를 나타낸다. 또한 초월공동 표면에 있는  번

째 제어점에서의 전체 속도 포텐셜은 식 (2), 그리고 속도 포텐셜

과 다이폴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

이때,   는 공동발생 지점으로부터  번째 쏘오스 패널까지

의 공동표면의 길이를 나타낸다.

  






∆      (9)

식 (4)의 공동 마감조건을 이산화하면 다음 식 (10)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      (10)

또한  번째 패널에 위치한 법선 다이폴에 의해  번째 패널

에 유기되는 속도 포텐셜을 ,  번째 패널에 위치한 쏘오스에 

의해  번째 패널에 유기되는 속도 포텐셜을  라고 할 때, 각

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1)






                 (12)

식 (7)을 위의 식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3)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법선 다이폴과 쏘오스에 의해 유기되는 

포텐셜의 값은 계산할 수 있고, 이 식에서의 미지수의 개수는 법

선 다이폴의 세기  와  의 개수가 된다. 이에 식 (8)을 이용

하면 발생한 초월공동 표면 위의 법선 폴의 세기 값을 아래 식과 

같이 알고 있는 값으로 치환하여 표현할 수 있다.

  




∞∙


   






 
 







 














∙

       (14)

이를 Matrix 형태로 변환하여 쉽게 계산하기 위해 식 (14)를 

다음과 같이 변환하였고, 


 















 











∙ 











∞∙


 

(15)

Matrix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역행렬을 구하

는 방식으로 미지수인 법선 다이폴의 세기  와 쏘오스의 세기 

, 그리고 접선방향 속도  를 구할 수 있다. Matrix 의 형태가 


 일 때, 식 (15)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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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법선 다이폴의 세기  로 캐비테이터에 분포한 속도 

포텐셜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초월공동 표면상에 분포된 법

선 다이폴의 세기 또한 식 (8)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렇

게 구한 속도 포텐셜 값으로 각 패널에서의 접선방향 속도를 계

산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사용하여 압력, 그리고 패널에 걸리

는 힘까지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계산된 쏘오스의 세기  는 

초기 형상의 법선 방향으로 일정한 두께 값으로 더해지면서, 반

복 계산을 통해 공동 마감 모형으로 쓰인 식 (10)이 수렴하는 초

월공동 형상을 찾는데 사용된다. 3차원 축대칭 형상의 경우 패널

에  축 방향뿐만 아니라, 회전방향 성분으로도 존재하지만, 회

전방향으로 법선 다이폴의 세기 와 쏘오스의 세기 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전체 패널에 대해서는 형상 정보만을 계산

하고, Matrix 는 축 방향 패널의 개수만큼만 즉, 2차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Matrix 의 좌변의 성분을 , 우변의 성분을  라고 

했을 때 각 Matrix 의 Dimension 은 각각 
× , 

×  이며, 이때의  Matrix 성분인  는 





 

와 





 의 성분으로 구성하여 계산한다. 이 때,  은 회

전방향으로의 패널의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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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방법

3.1 비점성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초월공동 어뢰의 

여러 형상의 캐비테이터에서 발생되는 공동을 예측하기 위해 비

점성 유동해석법에 기초로 한 경계요소법을 바탕으로 3차원 축

대칭 물체에서 발생되는 초월공동의 크기와 작용하는 항력을 계

산할 수 있는 해석법을 이용한 경계치 문제의 해석을 하기 위하

여 경계면에 법선 다이폴과 쏘오스를 분포하였다. 캐비테이터의 

표면과 공동 표면에 다이폴을 분포함으로써 양력을 표현할 수 있

도록 하고, 쏘오스는 공동 발생 범위에만 분포시켜 공동의 두께 

영향을 표현함으로써 경계치 문제를 정식화하였다. 주어진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다이폴 및 쏘오스의 세기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형상 및 공동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였다. 공동의 생성이 

캐비테이터 주위 유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어

진 공동수를 만족하는 공동의 형상을 구하는 대신, 주어진 공동 

길이를 만족하는 공동 형상 및 공동수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구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해석결과는 캐비테이터 뒤쪽에 위

치한 몸체에 의한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고, 다만 캐비테이터 자

체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캐비테이터 뒤에 위치하

는 몸체 부분에 작용하는 마찰 저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방

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 해석방법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실제 문

제의 초월공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Fig. 8 과 같이 디스크형 

캐비테이터 (

= 50 mm) 후방에 최대 직경 


= 135mm, 길이 



= 1200mm 를 갖는 몸체를 가지는 수중운동체(Fig. 8)에 대해 

설정 가능한 운용조건에서 발생되는 초월공동 특성을 평가하였

다. 

Fig. 8 Coordinates, cavitator and cavity surface

Fig. 9 는 수심 1m 인 조건에서 발생되는 초월공동의 형상정

보와 이에 대응하는 속도와 캐비테이션 수를 보여준다. 이를 통

해 초공동 어뢰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초월공동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속도를 알 수 있으며 그 때에 발생된 초월공동의 

형상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다.

Fig. 9 Predicted supercavities



위의 각 계산 결과에 대한 자세한 형상 정보 및 5장에서 자세

히 다룰 점성 효과를 고려하여 계산한 항력 값을 아래 Table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V(m/s) 
Potential

Drag(N)

Viscous

Drag(N)












20.46 0.511 496.93 1,012.9 2.0 1.65

29.21 0.251 832.89 1,828.2 5.0 2.13

38.70 0.143 1,331.2 2,945.4 10.0 2.68

45.80 0.102 1,795.3 3,312.7 15.0 3.10

51.71 0.080 2,240.6 3,330.5 20.0 3.46

56.87 0.066 2,673.3 3,003,8 25.0 3.78

61.50 0.057 3,098.6 3,104.4 30.0 4.06

65.73 0.050 3,513.7 3,520.2 35.0 4.32

69.65 0.044 3,922.7 3,930.0 40.0 4.56

76.78 0.036 4,726.5 4,735.4 50.0 5.01

83.19 0.031 5,515.7 5,526.2 60.0 5.40

Table 1 Variation of characteristics of supercavitation

3.2 점성 해석방법

본 연구의 개발 중인 해석법과 비교할 수치해석 방법으로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 v13을 사용하였다. 정상 혼상류(steady mixture 

flow)에 대해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인 RANS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하며, 유한체적법 기반의 이산화 과정을 거쳐 대수방

정식을 푼다. 운동량방정식의 대류항은 QUICK 방법, 확산항은 2

차 중심차분으로 이산화 하였으며, 난류모형은 Realizable 을 

사용하였다. 표준벽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속도-압력 연성은 

SIMPLEC방법을 사용하였다. 캐비테이션 모델은 Schnerr & Sauer 

모델을 사용하였다(ANSYS, 2010). 계산영역의 유입경계 및 외부

경계는 대상물체로부터 4  떨어져 있으며 균일류 조건(velocity 

inlet)을 주었고, 유출경계는 몸체 끝단으로부터 17  떨어져 있으

며, 정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pressure outlet)을 주었다(Fig. 10). 

여기서 정압력 조건은 캐비테이션수()에 의해 결정된다.

Fig. 10 Numerical domain

유동영역의 격자수는 약 76,500개이고, 2차원의 H형 정렬격

자계로 생성하여 기준 축에서 축대칭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Fig. 11). 캐비테이션 유동을 고려하여 대상물체 주위 및 물체 

끝으로부터 8까지는 격자를 비교적 조밀하게 분포시켰다. 벽으

로부터 떨어진 첫 격자점까지의 거리는 대상물체의 레이놀즈수

가 속도에 따라 1.2×10
7
 ~ 1.2×10

8 
임을 고려하여(Choi & 

Kim, 2010) 전 길이에 걸쳐 


 = 150 ~ 550을 유지하였다.

Fig. 11 Structured grid system and calculation domain

(top : whole domain; bottom : near wall)
 

수치해석은 주변 압력을 고정하고 유입속도(

) 변화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기화압력(vapor pressure)은 2.49 kpa 이다. 유입

속도는 10m/s 에서 100m/s 까지 10m/s 간격으로 10개의 조건

이며, 속도 및 캐비테이션수() 조건을 Table 2 에 나타내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을 

수행하여 압력을 어느 정도 수렴시킨 후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

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V(m/s)  V(m/s) 

10 2.177 60 0.060

20 0.544 70 0.044

30 0.242 80 0.034

40 0.136 90 0.027

50 0.087 100 0.022

Table 2 Variations of velocity and cavitation number

4. 결과 비교 및 분석

3장에서 언급한 두 가지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 값

들을 비교해보았다. Fig. 12 에 다양한 속도 조건에서 비점성 해

석 방법과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발생한 초월공동의 

형상을 나열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수중 운동체의 몸체 부분이 

흰색으로 표시된 것이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발생한 

초월공동의 형상이다. 비점성 해석방법에 의해 계산된 결과 값에

는 수중운동체의 몸체에 의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명시하는 바이다.



Fig. 12 Characteristics features of supercavitation 

according to different velocity condition and analysis 

methods 1 m below sea level

비점성 해석 방법을 사용한 결과 값에는 캐비테이터의 뒤에 

위치한 수중운동체의 몸체에 작용하는 마찰 저항이 고려되지 않

았기 때문에, 공동이 뒤덮지 않은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판에 의한 마찰저항 공식을 사용하여 그 

값을 예측하여 보았다. 이는 공학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잠

정적인 해석법으로 정확한 마찰 저항 값을 계산하기보다는 점성

을 고려했을 경우의 경향성이나 정도를 추측해 보기 위한 수단으

로 사용되었음을 명시하는 바이다. 이러한 평판의 마찰저항을 추

정하는 많은 공식들 중에서 계산 모델의 레이놀즈수

(×∼× )를 고려해보았을 때, ITTC 1957, 

Schoenherr, 그리고 Granville 에 의한 평판 마찰저항 공식이 사

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세 개의 공식은 실제 매우 비슷한 

결과 값을 주며 계산 시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난류

유동의 경우는 표면조도로 인하여 마찰계수가 몇 배로 더 증가될 

수 있고, 완전히 거친 난류영역에서 마찰계수는 위의 다른 공식

들에서 주로 사용한 레이놀즈수와 상관없이 오직 표면조도에만 

의존한다. 이 영역에서 평균마찰계수에 대한 실험식이 

Schlichiting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H. 

Schlichting, 1979).


  log



 
 

            (16)

여기서  은 표면조도,   은 유동방향의 판의 길이이다. 본 

연구는 기존 포텐셜 해석 방법에 점성 저항을 고려하기 위해 어

떠한 공식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평판에 대한 

마찰저항 계수를 구하는 공식뿐만 아니라 점성 저항을 충분히 고

려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적당한 표면조도 값을 찾고자 하였다. 

3장에서 살펴본 형상에 대해 점성 저항을 고려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방법 중 Schlichiting 의 표면조도를 고려한 마찰저항 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그 결과 값을 상용프로그램의 해석 결과

와 비교해보았다. 이때에 사용된 마찰저항계수는 0.005 이다. 

 Fig. 13 은 속도 조건에 따른 항력을 비점성 해석법에 의한 

결과(Potential), 비점성 해석법에 평판의 마찰저항 공식을 사용

하여 마찰 저항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결과(Viscous Potential), 

그리고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점성과 수중운동체의 몸체에 

의한 영향까지 고려된 결과(Fluent)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Fig. 14 는 동일한 속도 조건에서의 항력계수를 나타낸 식으로 

항력계수는 캐비테이터의 직경으로 무차원화 된 것이 아니라, 캐

비테이터의 뒤에 위치한 수중운동체의 몸체의 최대 직경으로 무

차원화하였다.

 

Fig. 13 Comparison of drag forces 

Fig. 14 Comparison of drag coefficients



 대체적으로 결과 값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몸체의 표면에 대한 마찰 저항을 평판의 마찰저

항을 계산하는 기존의 공식으로 대체하여 계산하는 방법의 유용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점성과 

수중운동체의 몸체에 의한 영향까지 고려된 결과 값(Fluent)에서 

볼 수 있는 Hump 부분(속도영역 40~50m/s)의 위치가 다소 차

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찰 저항이 고려되지 않은 비점성 

해석 방법에 의한 결과 값과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점성과 수

중운동체의 몸체에 의한 영향까지 고려된 결과 값을 비교한 Fig. 

12를 보면, Hump 가 발생하는 속도영역에서(40~50m/s) 수중운

동체의 어깨부분이라고 칭하는, 즉 캐비테이터보다 더 큰 최대 

직경을 갖는 몸체의 시작 부분이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상태에

서 공동에 의해 감싸지게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캐비테이터보다 더 큰 최대 직경을 갖는 몸체의 

시작 부분에서 높은 압력 영향을 받으며 항력이 크게 증가했다가 

초월 공동에 의해 감싸지면서 그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차이는 점성저항의 영향보다는 몸체에 

작용하는 압력저항을 상용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의 연구 방법으

로는 계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기존의 비점성 해석법을 이용한 계산과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

한 점성을 고려한 해석 결과는 초월공동이 수중운동체의 몸체를 

모두 뒤덮은 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전의 

결과 값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몸체

의 영향이 모두 고려된 상용 프로그램의 해석 결과로 보았을 때, 

마찰 저항에 의한 영향보다 캐비테이터보다 큰 직경을 갖는 수중

운동체의 몸체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저항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

단된다. 향후 수중운동체의 몸체에 의한 마찰 저항의 영향을 보

다 정확히 고려하기 위해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정확한가

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몸체

에 의한 압력저항의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면, 빠른 속도로 이동

하는 수중운동체가 초월공동에 뒤덮였을 때의 운동 정보를 보다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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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동 해석을 위한 URANS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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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n URANS Simulation method for Ship Motion Problems
Il-Ryong Park, Jin Kim, Yoo-Chul Kim, Kwang-Soo Kim, Suak-Ho Van, Sung-Bu Suh

요 약

This paper provides the structure of an URANS(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based simulation method and its 

validation results for the ship motion problem. The motion information of the hull computed from the equations of motion is 

considered in the momentum equations as the relative fluid motions with respect to a non-inertial coordinates system. A finite 

volume method is used to solve the governing equations, while the free surface is captured by using a two-phase level-set 

method and the realizable k-εmodel is used for turbulence closure. For the validation of the present numerical approach, the 

numerical results of the resistance and motion tests for DTMB 5415 at two ship speeds are compared against available 

experimental data.

Keywords : Ship motion(선박운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전산유체역학), Finite volume method(유한체적법)

1. 서 론

파랑 중 선박운동 해석에 있어 탁월한 결과들을 제공하고 있

는 포텐셜유동을 근간으로 하는 수치해석 기법들의 강점과 유용

함은 많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설명되어지고 증명되어 왔다(Beck 

& Reed, 2001). 반면,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경우 최근 10년에 들어와서야 컴퓨팅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과 

함께 운동해석에 필요한 수치 접근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Park et al., 2003; Shin & Kim, 2006; Carrica et 

al., 2007; Park et al., 2008; Yang et al., 2012; Nam et al., 

2013). 현 단계의 CFD는 설계시 필요한 선박의 저항성능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모형시험 결과와 더불어 차츰 높은 신뢰도를 얻

고 있고 이 분야에서의 그 활용도는 매우 높다. 운동성능 해석의 

경우는 대진폭 운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파랑조건에 대해 체계적

인 절차를 통해 그 정확도를 검증해야하는 단계에 있다. 이와 더

불어,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계산시간의 부담

을 더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CFD의 궁극

적 발전 방향은 선박의 운동성능 해석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루고 그 결과들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범용성이 그 목적이 아니

라, 포텐셜유동 해석법으로는 부족한 점성유동이 지배적인 영역 

또는 모형시험이 어려운 영역의 문제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해

석하는 방법으로 발달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선형설계 현장에서 필요한 저항 및 자항성능 해석

에 있어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WAVIS 2.2(Kim et al., 2011)

를 바탕으로 파랑 중 선박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인 

일명, WAVIS-6DoF 개발에 사용한 수치기법의 설명과 그 검증 

내용을 제공한다. 수치기법은 주로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과 자유수면 해석을 위한 레벨셋법(level-set method)으

로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RANS(Raynolds Averaged 

Navier-Stokes)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선체

의 운동은 6자유도 운동방정식을 풀어 구하고 이를 유동의 운동

량방정식에 적용하기 위해 선체의 운동을 주위 유체의 상대운동

으로 치환하여 해석할 수 있는 비관성좌표계(non-inertial 

coordinates system) 해법을 도입하였다. 이 방법은 구해진 선체

의 운동에 따라 사용된 격자를 운동시키거나 변형해야 하는 복잡

하고 어려운 수치기법을 피할 수 있고, 고정된 격자계에 대해 지

배방정식만을 풀기 때문에 계산 시간의 장점이 우수하다. 수치기

법의 검증을 위해 DTMB 5415선형을 대상으로 두 선속의 조건을 

가지는 정수 중 저항문제와 선수파(head sea) 중 운동문제에 적

용하고 모형시험의 결과와 각각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2. 문제의 정식화와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Coordinates system

파랑 중 운동하는 선박 주위의 유동을 비압축성 난류유동으로 

가정할 때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표면장력의 영향을 제외

한 RANS방정식은 Fig.1의 선체의 중심점(C.G)에 고정된 직교좌

표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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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체밀도이며, 는 각 좌표축 방향의 유체속도 

성분 , 그리고 는 압력을 나타낸다. 는 Kronecker's 

delta, 는 난류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는 난류 와점성계수

(turbulent eddy viscosity) 와 유체의 점성계수 를 합한 유효

점성계수(effective viscosity)이다. 난류 와점성계수 는 

realizable 난류모델(Shih et al., 1995)과 Launder and 

Spalding(1974)의 벽함수(wall function)기법으로 모델링하였다. 

마지막으로 는 각 좌표축 방향의 단위 질량당 체적력(body 

force)을 나타낸다. 수치해석에서 지배방정식의 모든 변수는 선

속 , 선체길이  그리고 물의 밀도로 무차원화되어 사용되었

다.

지배방정식의 해는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

하여 구하였다. 여기서, 시간적분은 1차 정도의 Euler법(Ferziger 

& Perić, 1996)으로 수행되며, 대류항과 확산항에 대한 이산화는 

3차 정도의 MUSCL(Monotonic Upstream centered Scheme for 

Convection Laws, van Leer, 1979)법과 2차 정도의 중앙차분법

(central difference scheme)으로 수행하였다. 연속방정식을 만

족시키기 위한 속도-압력의 연성은 SIMPLE (Ferziger & Perić, 

1996)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2.2 자유수면 모델링 및 입사파

입사파(incoming wave) 및 선체에 의한 산란파와 방사파에 대

한 자유수면 운동은 Sussman et al.(1998)이 제안한 레벨셋법

(level-set method)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유동장으로 입사

되는 파에 대한 조건은 선형파이론(linear wave theory)에서 유도

된 다음의 규칙파의 진폭과 속도분포에 대한 식(Newman, 1977)

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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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Fig.1에 보인 선체와 같이 이동하는 

선체중심(midship)의 수면에 놓인 좌표계   에 대한 레

벨셋함수와 진폭 의 파함수다. 는 파수(wave number), λ

는 파장, 은 Froude수이며, 는 조우진동수(encounter 

frequency)을 나타낸다.

2.3 운동방정식

선체의 운동은 회전운동이 Fig.1에 보이는 선체의 무게 중심

점(C.G)에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아래의 운동방정식들

을 풀어 구한다.

   

   

     (8)


      


      


       

여기서, 과    는 각각 선체의 질량과 관성모멘트

이며,   와   는 무게 중심점에 고정된 좌표계

에 대한 선체의 병진속도와 회전속도 성분들을 나타낸다. 또한, 

   와  는 이 좌표계 각각의 방향으

로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이다.

힘과 모멘트가 주어질 경우 운동방정식으로부터 가속도를 구

하고 이를 이용하여 운동변위를 얻기 위한 수치해석법으로는 1

차정도의 Euler법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속도와 변위를 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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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각각 병진 또는 회전운동의 변위, 속도 

그리고 가속도이고, 는 시간간격을 나타낸다.

2.4 비관성좌표계 해법

Fig. 2 Solution algorithm

본 논문에서는 선체운동의 영향을 유동의 지배방정식에서 고

려할 때 격자를 이동하거나 변형시키는 복잡한 수치기법을 피하

고 선체의 비관성좌표계에 대한 주위 유체의 상대적 운동으로 치

환하여 고려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유동의 지배방정식의 우변

에 각 좌표계 방향의 외력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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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좌표계 각 방향에 대한 각가속도를 나타

내고, 


는 선체운동에 대한 가속도 성분들을 나타낸

다. 는 중력가속도 값이며, 와 는 각각 비관성 좌표계의 

와 축에 대한 회전각도 즉, 횡동요(roll)와 종동요(pitch) 변위를 

나타낸다. 상기 식(9)의 우변은 각각 Coriolis 영향, 원심력

(centrifugal force), 각가속도 변화 및 병진이동에 대한 가속도들

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유동의 지배방정식에서 시작하여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이를 다음 시간단계의 유동계산에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하는 방

식으로 본 수치기법의 수치계산 알고리즘은 Fig. 2와 같다.

3. 수치해석 결과

개발된 수치기법은 검증을 위해 먼저 선체의 자세변화를 가지

는 정수 중 저항성능 해석에 적용하고 모형시험 및 타 수치기법

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대상 선형은 축척비(scale ratio)가 24.83

인 이탈리아 INSEAN 2340모형으로 Fig. 3에 나타낸 미해군의 

군함 DTMB 5415선형에 대한 여러 축척비의 선형들 중 하나이

다. Table 1에서 이 선형에 대한 자세한 주요제원을 참조할 수 

있다. 

파랑 중 선박운동 해석은 저항성능 해석에 상용된 대상 선형

과 동일한 선형인 DTMB 5415의 상사 선형(geosym)인 축척비 

46.6 크기의 DTMB 5512모형선으로 미국 IOWA대학 IIHR에서 

수행된 모형시험 조건을 따랐다. 특별히, 이 모형시험은 선박운

동에 대한 CFD 해석을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CFD 검

증용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인 시간에 따른 운동변위를 계측한 결

과를 제공하였다.

Fig. 3 DTMB 5415 lines, bow and stern profiles

Table 1 Main parameters of the DTMB 5415

Items          Full scale

Length LPP 142.0 m

Draft  T 6.15 m

Beam  B 19.06 m

Wetted surface area S 2972.6 m 
2

Block coefficient (CB) 0.507

LCB (% LPP) -0.683

KG 7.5473 m

Kxx / B 0.37

Kyy / LPP, Kzz / LPP 0.25

3.1 격자와 경계조건

본 논문에서 사용되어진 격자계는 O-H형태로 Fig. 4에 그 영

역과 경계면에서의 경계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입사되는 파가 있

을 경우 2.2절의 조건식을 대칭경계면(symmetry boundary)과 공

기영역을 제외한 모든 경계면에 부과하였다. 이 때, 2.4절에 설

명한 바와 같이 유입유동 및 파에 의해 교란된 유체의 유속을 제

외하고 선체운동을 유체의 상대운동으로 치환할 경우 나타나는 

속도조건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전체 격자점 수는 조밀한(fine) 



2.8M이며 운동해석에서 격자수 의존성을 보기위해 1/ 배의 

1.98M의 덜 조밀한(medium) 격자에 대한 결과를 함께 비교하였

다. Fig. 5는 선체 주위의 격자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4 Grid topology and boundary conditions

Fig. 5 Grid distribution around the hull surface

3.2 정수 중 저항해석 결과

상하동요와 종동요인 각각 트림과 침하의 자세변화를 가지는 

저항성능 해석은 DTMB 5415선형에 대해 Fr=0.28과 0.41조건에

서 수행되었으며, 이 때 INSEAN모형에 대한 Reynolds수는 각각 

Re=1.19×10
7
 그리고 1.75×10

7
이다. 본 문제의 경우 정상상태

(steady state)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체운동의 수렴을 빠르

게 하기 위해 운동방정식에 다음과 같이 속도에 가중치 

(0.02~0.1)를 곱한 가상의 감쇠영향을 부과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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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Fr=0.28에서 WAVIS-6DoF로 계산한 운동과 저항에 

대한 수렴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가상의 감쇠영향으로 약 t=15s 

이후 빠르게 선체의 자세가 수렴되고 그 크기들이 모형시험의 결

과와 타당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는 작은 크기의 DTMB 5512모형을 사용한 Iowa대학 

IIHR의 결과와 유체정역학적 평형조건을 이용하는 준정상적 방법

(quasi-steady method, Kim et al., 2011)으로 정상상태 선체자

세만을 계산하는 기존 WAVIS 2.2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비교

하고 있다. Reynolds수가 작은 IIHR의 모형시험 결과에서 계측된 

선체자세와 저항이 INSEAN보다 다소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WAVIS-6DoF와 WAVIS-2.2의 두 수치해석 결과는 서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며 INSEAN의 모형시험결과와 만족스러운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Fig. 6 Convergence history of the sinkage(a), trim(b) and 

resistance(c) for Fr=0.28

Table 2 Comparison between the CFD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Fr = 0.28

CFD & Exp. Sinkage/Lpp Trim(deg.) Resistance

WAVIS-6DoF 0.00180 0.114 0.00426

WAVIS 2.2 0.00179 0.117 0.00421

INSEAN Exp. 0.00182 0.108 0.00423

IIHR Exp. 0.00190 0.135 0.00461



(a)

(b)

(c)

Fig. 7 Convergence history of the sinkage(a), trim(b) and 

resistance(c) for Fr=0.41

Table 3 Comparison between the CFD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Fr = 0.41

CFD & Exp. Sinkage/Lpp Trim(deg.) Resistance

WAVIS-6DoF 0.00445 0.361 0.00655

WAVIS 2.2 0.00447 0.346 0.00648

INSEAN Exp. 0.00469 0.419 0.00667

IIHR Exp. 0.00470 0.360 0.00673

Fig. 7은 Fr=0.41에서 선체자세와 저항에 대한 WAVIS-6DoF

의 해의 수렴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는 약 t=25s 이후 빠

르게 선체의 자세가 수렴되고 있고, 그 크기들의 절대값은 모형

시험보다 다소 작은 값으로 예측되고 있다. Table 3을 보면 

WAVIS-6DoF가 WAVIS 2.2보다 INSEAN의 모형시험 결과에 약

간 더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Fig.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트림의 경우 수치해석 결과가 다소 과소평가 되어 있다. 반

면, Reynolds수가 작은 IIHR의 모형시험 결과는 앞서 Fr=0.28의 

결과와는 달리 트림에서 본 수치해석 결과와 같이 INSEAN의 결

과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높은 선속에서 이 같은 트림변화

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모형시험의 결과에 대해 수치해석 결과

가 타당한 일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파랑 중 운동해석 결과

파랑 중 운동해석은 IIHR에서 DTMB 5512선형에 대해 선수파

(head sea)중 선속 Fr=0.28과 0.41에서 수행한 모형시험의 조건

을 따르며, 이 때 Reynolds수는 각각 Re=4.65×10
6
, 6.85×10

7

이다. 여기서, 선수파의 파장은 =1.5이고 파진폭은 

=0.005968이다. CFD 검증 데이터 제공을 주목적으로 수행

된 모형시험으로 특별히, 상하동요와 종동요의 시계열 데이터를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본 수치기법의 경우 선체와 선체의 운동으로 발생한 산라파와 

방사파가 격자 경계면에서 수치적으로 반사되어 전체 해에 미치

는 영향이 다소 클 수 있다. Fig. 8은 Fr=0.28에서 계산된 파정

이 선수를 지나는 시점의 선체 주위 파형을 보여주는데, 수치반

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격자 경계면을 상류①, 측면② 그리고 

하류③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수치적인 처리를 수행했다. 상류①

에서는 입사파 조건식만을 부과하고, 측면② 그리고 하류③에서

는 선체에 의해 유기된 파만을 소파시키는 다음 식을 사용하였

다.









   (12)

여기서, 는 소파영역 밖에서는 영이며 소파영역이 시작되는 

점에서부터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최대 2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수치 실험을 통해 소파영역의 시작은 선측으로부

터 약 0.7~0.8, 하류는 1.2~1.3  위치 정도로 결정하였

다. 결국, 식(12)는 소파영역에서 값이 식(4)에 주어진 입사파 

식으로 수렴되게 한다.

Fig. 8 Definition of wave damping region

이러한 소파영역을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해의 

수렴을 Fig. 9에 서로 비교하였다. 먼저, 소파영역을 사용하지 않



았을 경우 격자 경계면의 수치 반사파의 영향으로 힘과 운동의 

진폭에 대한 시계열 변화가 다소 불규칙해지고 진폭의 감소가 유

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하동요의 경우 이러한 진폭의 감소

가 두드러져 있다. 반면, 소파영역을 사용했을 때, 운동과 힘 모

두 초기 천이 시간영역 이후 균일한 시계열 거동을 보여준다.

Fig. 9 Computed solutions with and without damping 

region at Fr=0.28

Fig. 10은 Fr=0.28에서 WAVIS-6DoF로 계산한 상하동요와 

종동요 응답의 시계열을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시계열의 시간은 모형시험의 최초의 계측 데이터 

중 운동응답이 균일한 시간대의 결과이다. 수치해석은 조밀한 

fine격자와 1/ 배의 더 조밀한 medium격자에 대해서 각각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함께 비교하였다. Medium격자 결과가 fine

격자보다 약간 큰 진폭의 양상을 보이나 이는 무시할만하며 두 

결과가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상하동요 및 종동요 모두 수치해

석의 결과가 평균값으로 모형시험보다 약간 양과 음의 방향으로 

각각 치우쳐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계측된 결과와 만족할만한 일치

를 보여주고 있다.

Fig. 11은 Fr=0.41에서 계산한 상하동요와 종동요 응답의 시

계열을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동일하게 

medium격자와 fine격자 결과간 차이는 매우 근소하다. 다만, 선

속이 빨라지면서 상하동요 및 종동요 진폭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가 모형시험보다 다소 커졌으며, 그 평균값들이 Fr=0.28보다 양

과 음의 진폭방향으로 각각 더 많이 치우쳐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정수중 저항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속이 높

을 때 수치해석과 모형시험 간의 결과들이 낮은 선속의 경우보다 

차이를 보이는 현상과 비슷하다. 실제 모형시험 수행 조건과 정

확히 일치하지 않는 수치해석 조건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 보

다는 선체와 선체운동으로 유발되는 산란파와 방사파 및 관련 국

부유동 모사에 대해 수치해석이 가지는 모델링 오차가 이러한 차

이를 만드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선속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WAVIS-6DoF의 해석정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

다. 

(a)

(b)

Fig. 10 Comparison of the heave(a) and pitch(b) 

amplitudes for Fr=0.28

(a)

(b)

Fig. 11 Comparison of the heave(a) and pitch(b) 

amplitudes for Fr=0.41



힘의 대한 모형시험 계측 결과의 부재로 Fig. 12는 Fr=0.28과 

0.41에서 계산된 저항의 시계열만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초기 

천이 시간영역 이후 균일한 시계열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저속

에서 저항의 진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선체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에 의해 저항의 진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선속이 높아지면서 선체운동에 기인된 이러한 저항진폭 증가 

현상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힘의 시간평균을 볼 때 부가저항

(added resistance)의 경우 고속에서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13은 두 선속에서 저항이 가장 큰 시점에서 선체 주위의 

파형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파정(wave crest)이 선수를 

통과하는 시점이고, 입사파에 대해 전진속도를 가진 선체와 선체

의 운동으로 인해 발달된 산란파와 방사파의 복잡한 파계 특성을 

볼 수 있다.

Fig. 12 History of the resistance coefficients for Fr=0.28 & 

0.41

Fig. 13 Wave patterns for Fr=0.28 & 0.41 at each 

maximum resistance coefficient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ANS기반의 유동의 지배방정식을 사용하여  

파랑중 선박운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치기법, WAVIS-6DoF

와 이를 검증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격자의 운동 및 변형을 고려

하는 다소 어렵고 복잡한 수치기법을 피하고 선체운동을 비관성 

좌표계법을 이용하여 유체의 상대운동으로 치환하여 푸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한편, 이 방법은 격자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수치

파가 해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현저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치기법을 설명하였다. 검증을 위해 DTMB 5415선

형의 두 가지 선속에 대한 저항문제와 선수파 중 운동문제에 적

용하여 모형시험의 결과와 각각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높은 선속

에서의 선체의 운동변위가 낮은 선속보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형시험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수치기법의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타당한 수준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보다 다양

한 선종과 파랑조건에 대한 검증과 수치해석 기법에 도입된 각 

수치모델의 오차를 줄여 해의 정도를 높이는 연구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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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상용 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를 이용하여 자세를 고려한 컨테이너 

선의 저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도 높은 해를 얻기 위하여 자유 수면과 타를 고려하였고 선

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평형식을 이용하여 선박의 자세가 변하는 과정을 UDF(user 

defined function) 및 프로그램에 내장된 scheme language 를 이용하여 전 과정을 자동화하

였다. 또한 선체 6 자유도 운동 방정식을 UDF 를 통해 FLUENT 와 연동하여 선박의 운동 성

능을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Sliding 기법과 layering 기법을 혼합한 이동 격자계를 적용하였

다. 해석 결과는 삼성 중공업의 수조에서 수행된 모형 시험 결과와 비교 및 분석이 수행되었

다. 이를 통해 선박의 자세 및 운동에 의한 수치 해석 평가가 선박의 최적 설계에 있어 유용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CFD(전산유체역학) , resistance(저항), Trim & sinkage(트림 & 싱키지), 6DOF(6 자유

도 운동), Roll motion(횡동요), Roll decay(횡동요 감쇄), Bilge keel(빌지킬)  

 

1. 서론 

일반적으로 설계 선형에 대한 저항 및 자항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Navier –Stokes 식을 이용

해 유동을 해석하는 수치 해석법(CFD)은 모형 시

험과 비교하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

점 때문에 모형 시험을 대신하여 자주 이용된다.  

특히 최근 들어 급속한 컴퓨터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과거에는 해석이 어려웠던 조파 현상과 추진

기를 고려한 자항 성능의 예측도 CFD 를 통해 정

도 높은 추정이 가능하게 되어 CFD 는 효과적인 

선형 평가 도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속으로 운행하는 선박의 경우 선체에 

작용하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트림(trim)과 싱키

지(sinkage)의 변화가 심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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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고속선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일반적으

로 프루드 수가 0.3 이상이 되면 트림과 싱키지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전 저항 추정 

시 7~8%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컨테

이너 선과 같은 고속선의 경우 자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도 높은 성능 추정이 어려우며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 년대부터 선체의 

자세를 고려한 수치 해석 기법이 꾸준히 연구 되

어 왔다. 

한편, 저속/대형 탱커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

박의 경우 초기 설계 단계에서 운동 성능을 추정

하여 선박의 안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는 선체

의 운동이 항해나 설치 기기의 운용에 문제를 야

기시킬 뿐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 및 승선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선박의 운동 해석은 주로 선형이론을 

바탕으로 한 포텐셜 유동 해석법들을 이용하여 계

산하는데 이러한 포텐셜 이론에 근거한 운동 해석 

결과들은 대부분의 운동 성분에 대해서 실험 결과

와 어느 정도 근사한 결과를 주고 있다. 하지만, 

Korpus(1997) 등은 선박의 횡 동요 운동과 같이 

유체의 점성 효과가 지배적인 영역에서는 비점성 

유동을 기반으로 한 포텐셜 해석법으로는 정도 높

은 운동 성능의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점성 영역이 지배적인 횡 동요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선박의 운동 성능을 해석하기 위해 

최근 급속한 컴퓨터 기술의 향상으로 그 적용 범

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RANS 기반의 CFD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운동 성능을 해석하는 경

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CPU 를 

활용한 병렬 계산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계산 시

간이 크게 줄어 들어 모형 시험을 통한 해석보다 

더 짧은 시간에 운동 성능 추정이 가능한 수준까

지 도달하였다. 

선박의 트림 및 싱키지 추정과 같은 선박 자세 

추정 및 선박 운동 해석은 주로 이동 격자계를 적

용하여 선박의 운동을 모사하는데 동적 중첩 격자

계(dynamic overset grid)나 비 정렬 격자를 이용

한 remesh 기법 및 layering, sliding 기법 등을 적

용한 격자 생성법 등 이 주로 많이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정역

학적 힘의 평형을 이용한 격자 이동 기법을 적용

하여 4800TEU 컨테이너 선의 자세를 고려한 저

항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 해석을 통해 트림

과 싱키지에 의한 저항 성능의 차이를 살펴 보고 

고속선의 경우 자세 고려의 유무가 저항 성능 추

정에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때 선체에 작

용하는 힘과 모멘트 평형식을 이용하여 선박의 자

세가 변하는 과정을 UDF(user defined function) 

및 프로그램에 내장된 scheme language 를 이용

하여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계산 효율을 크게 높

였다.  

또한, 선박의 횡 동요 운동 모사를 위해 선체의 

6 자유도 운동 방정식을 사용자 함수(user define 

function, UDF)를 이용하여 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와 연동시켜 계산하였으며 선체 운동에 

의한 격자 이동은 정도 높은 정렬 격자의 질을 유

지하기 위해 sliding 기법과 layering 기법을 혼합

하여 적용하였다. 본 계산을 통해 bilge keel 형상

에 따른 선박의 횡 동요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모

형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2. 수치 해석 조건 

2.1 선박의 자세을 고려한 저항 해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선형은 4800TEU 컨테이너선 

이며 주요 제원 및 계산 조건은 Table. 1 에 나타

내었고 주요 형상과 격자계 모습은 Fig 1 과 2 에 

나타내었다. 

.  

 

 

 

 

 

 

 

 

Fig. 1  4800 TEU Container type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 analysis condition 

of the test ship 

main dimension  

L (m) 268.0 

B (m) 32.2 

T (m) 12.0 

Fn 0.251 

 

 

Fig. 2  Grid system 

 

본 연구에서는 비압축성 점성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난류 

영향을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Reynolds 

stress model 을 사용하였다. 자유 수면을 고려하

기 위해 interface capturing method 중 하나인 

VOF 기법을 사용하여 자유 수면을 해석하였고, 

압력 방정식은 PRESTO, 속도 압력 연성은 

SIMPLE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계 조건은 유입 면

은 velocity inlet 조건을 사용하였고 유출 면은 

Pressure outlet 으로 설정하였다. 격자 수는 약 

150 만개를 사용하였다. 

자세를 고려하기 위해 그림 Fig.3 과 같은 정역

학적 힘의 평형을 이용하여 선박에 작용하는 불균

형 힘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역학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선박의 자세를 추정하여 새로

운 계산을 반복 수행하였으며 자세 변화량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트림 및 싱키지 값을 추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 3. Flow chart of overall solution procedure 

 

먼저 Even keel 상태에서 수렴된 해를 통해 계

산된 부력과 중력에 대한 z 방향의 힘 평형 방정

식과 Y-moment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 정상 상태

에서의 tirm 과 sinkage 값을 계산하여 선박 격자

를 자세에 맞게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동된 격자

에서 다시 계산을 수행하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

하여 trim 과 sinkage 의 변화가 거의 없게 되면 

수렴된 것으로 판정하여 자세를 추정하고 저항값

을 최종적으로 계산한다.  

항주 중 선수와 선미에 발생하는 유동 변화에 

의한 압력 차이는 선수, 선미에서의 힘의 불균형

을 가져 오고 이는 부력과 중력을 포함하는 전체 

힘의 합에 의해 trim 과 sinkage 를 유도하는데 

tirm 값 추정을 위해서는 아래 식과 같은 y 방향의 

모멘트 평형식을 이용한다. 

 

 

 



 

 

 

위 식과 같이 모멘트 계수가 구해지면 트림 각

은 아래의 식과 같이 구해진다. 

 

 

 

Sinkage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z 방향의 선체에 

작용하는 힘과 중력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식은 

아래 식과 같다. 

 

 

위의 식에서 z 방향의 힘이 계산되면 sinkage 

는 아래 식과 같이 무차원화하여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Fig 4 와 

같이 FLUENT panel 을 사용하여 계수값을 입력하

고, UDF(User Defined Function) 를 이용하여 

trim 과 sinkage 를 계산하였다. 

 

 

Fig. 4. Trim & Sinkage panel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동 자세 변환 과정을 이

용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trim 과 sinkage 값만큼 

선체 격자만을 따로 움직이고 다시 격자를 생성하

는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하였다. 이 경우 격자 재

생성 과정이 각 계산 과정마다 필요하기에 자세 

추정을 위한 해석 과정을 자동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매번 격자 생성을 위한 과도한 

시간이 투여되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개발된 기법을 적용 시 Fig 5 와 같이 해석 

영역 전체를 이동하는 방식을 택해 해석 과정 전

체를 자동화하였다. 이는 선박의 trim 과 sinkage 

가 매우 작은 값이므로 전체 격자가 이동되더라도 

경계조건에 따른 해의 수렴이 큰 영향을 받지 않

게 때문에 가능하다. 

 

 

Fig. 5. Rotate Mesh 

 

 

2.2. 선박의 횡동요 운동 해석 

 

선박의 횡동요 운동 해석을 위해 사용된 선박

은 드릴쉽이며, 1/50 의 축적비로 모형 시험(Fig.6)

과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대상 선박의 주

요 제원은 Table 1 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형상과 

격자 계의 모습은 Fig 6, 7 에 나타내었다. 완전한 

운동 해석을 위해서는 실제 선박에 대한 3 차원 해

석을 해야 하지만 초기 선형 설계 시 빌지킬 선정 

및 선박 제원 결정 시 2 차원 해석만으로도 충분

히 선형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계산만을 수행하였다. 

  격자 영역은 선체 운동에 의한 wave 의 반사 및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길게 설정하여 선



 

 

체 길이를 L 로 둘 때 side 방향으로 3~5L 정도로 

두며 내부 회전 영역은 앞뒤, 좌우로 1L 정도 간

격을 두어 격자를 생성하였고 격자 크기를 조절하

여 인위적인 damping 효과를 주었다.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the test ship 

main dimension (m) 

L (m) abt.160 

B (m) abt.30 

T (m) abt.16 

Scale ratio 50 

 

 

 

 

 

 

 

 

 

 

 

Fig.6  Free roll decay model test 

 

 

 

 

 

 

 

 

 

 

 

 

 

Fig.7  2D grid system 

 

비압축성 점성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Navier-

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자유 횡 동요 감

쇠 운동을 모사하기 위해 유동을 층류로 가정하였

다. 자유 수면 해석을 위해 interface capturing 

method 중 하나인 VOF 법을 사용하였고, 속도 

압력 연성은 SIMPLE 을 사용하였다.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은 유입 면의 경우 velocity inlet 조건을, 

유출 면은 pressure outlet 을 설정하였고 양 옆면

과 천정, 바닥 및 선체는 wall 조건을 주어 계산을 

수행하였다. 격자가 이동하는 경계면인 선체를 포

함하는 내부의 회전면과 외부 사각 블록의 경계면 

사이는 interface 로 설정하여 계산 순간마다 내삽

법을 이용하여 유동 정보가 서로 교환된다. 격자 

수는 2차원 해석을 위해 약 3 만개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운동 해석 시 주로 사용하는 이동 

격자 기법은 물체의 이동 변위가 작고 불규칙할 

때 주로 쓰이는 비 정렬 격자 계에 적합한 

remeshing 기법과 운동 방향이 규칙적일 때 주로 

사용되는 layering, sliding 기법을 비롯하여 독립적

인 격자계를 중첩시켜 중첩되는 격자 사이에 적절

한 내삽법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중첩 격자 

기법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횡 동요 운동과 

같이 방향성이 존재하며 정렬 격자계의 사용이 가

능한 layering, sliding 기법을 적용하여 선박의 횡 

동요 운동을 해석하였으며 자세한 해석 과정은 아

래 Fig.8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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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Flow chart of overall solution procedure 

 

선체 운동을 고려한 해석의 상세한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우선 layering & sliding 기법 적용 시 선

체에 작용하는 외력에 따른 선체 운동량을 결정하

기 위해서 힘과 모멘트에 대한 6 자유도 운동 방

정식을 해석해야 한다. 6 자유도 운동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surge(x 축 방향), sway(y 축 방향), 

heave 운동(z 축 방향)을 모사하는 force 방정식 

3 개와 식(2)와 같이 roll(x 축 방향), pitch(y 축 방

향), yaw(z 축 방향)를 모사하는 moment 방정식

(각 운동량 방정식) 3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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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Gi

F , 
CGi
L 는 각각 선체의 중력 중심점

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의미하며 i 는 운동 방

향 성분을 의미한다. m 과 
ij
I 는 각각 선체의 질

량과 관성 모멘트를 나타내며 
CGi
x 와 

CGi
θ 는 선

체의 병진 운동 변위와 회전 운동 변위 각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z 방향 병진 운동(heave) 및 

x 방향의 회전 운동(roll)만을 고려하는 2 자유도 

선체 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FLUENT 내부 함

수 파일인 UDF 를 이용해 주어진 선체 질량과 2

차 관성 모멘트 값을 입력하여 FLUENT 에서 유동 

계산을, UDF 를 통해 선체 운동 변위를 반복 계산

하게 된다.  

위의 과정을 다시 표현하면 FLUENT 에서 계산

된 힘과 모멘트 값을 위의 식(1)과 (2)에 대입하고 

이를 시간에 따라 적분하여 선체 변위 값을 계산

하고 이를 바탕으로 FLUENT 의 layering & sliding

기법을 통해 격자를 새롭게 생성한다. 새롭게 생

성된 격자에서 다시 선체의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

고 해를 충분히 수렴시켜 새로운 변위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원하는 비정상 상태의 선체 

운동 거동을 모사할 수 있게 된다. 

 

 

3. 해석 결과 

3.1 선박의 자세을 고려한 저항 해석 

 

자세를 고려하여 트림과 싱키지 값을 보정하여 

계산한 모형선의 wave profile 형상과 자세 고려가 

없이 계산된 profile 형상을 실험에서 예측된 형상

과 비교하여 Fig 9 에 나타내었다. 자세를 고려하

지 않은 경우(even keel) 보다 자세를 고려 했을 

때 실험으로 계측된 파형의 파고, 파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ig 10

에서는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의 자세가 변하

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ig 11 과 

같이 운항 중 자세 변화량은 3 번 이내의 반복 계

산으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Fig.9. Wave profile of 4800TEU 

 

 

   Fig.10. Comparison of geometry 

 

트림과 싱키지를 고려한 모형선의 저항 추정 값



 

 

을 본 연구소의 예인 수조에서 계측된 저항 추정 

값과 비교한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100%로 두고 상대 비교를 하였다. 계산 

결과 자세 고려 시 선형에 따른 정성적인 우열 비

교 평가가 충분히 가능했으며, 정량적인 추정 정

도도 크게 향상(5%→1% 내의 오차)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resistance 

performance 

모형 실험 저항 추정값 100.0% 

Even keel 상태 저항 추정값 95.5% 

자세 고려시 저항 추정값 99.6% 

 

Table 3 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산에서 추정한 트

림과 싱키지 값은 모형 시험 결과와 거의 유사함

을 확인할 수 있다.  

트림은 주로 선체의 무게 중심에 작용하는 모멘

트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CFD 계산에서 모

멘트의 계산은 양력과 항력에 비해 정도 높은 추

정이 힘든데 이는 모멘트 계산 시 양력과 항력이 

동시에 계산되기에 양력과 항력의 오차가 합쳐져 

모멘트 오차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도 

높은 트림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선체에 작용하

는 모멘트 값을 잘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싱키지는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의 연직 

방향 성분(부력)과 중력의 합으로 계산이 되며 일

반적으로 Stall 이 발생하지 않는 날개의 양력 성분

은 CFD 기법으로 정도 높은 추정이 가능하기에 

유선형 선박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

를 보여준다. 다만, 싱키지는 중력과 부력의 차에 

해당하는 물의 부피와 수선 면적을 통해 계산이 

되기에 자세 변화에 따른 계산 시 수선 면적이 수

시로 변하는 것을 각 계산마다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본 계산에서는 계

산 상의 편의를 위해 각 반복 계산마다 수선 면적

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초기 계산된 수선 면적

을 각 계산 시 마다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오차는 자세 변화에 다른 저항 성능 추정 

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 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선박

의 저항 계산(Even keel 상태) 결과가 모형 시험 

값과 정량적으로 잘 일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적

절한 격자 시스템 선정 및 계산 조건 최적화를 완

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ANSYS FLUENT R14 에서 제공하는 UDF, 

Scheme 을 이용한 자동화 툴을 사용하여 자세 변

화에 따른 선박의 저항 성능 및 트림, 싱키지 값

의 정도 높은 추정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the trim & sinkage 

구분 Trim(°) Sinkage(무차원)

모형실험 0.089 0.00137 

CFD 0.090 0.00144 

 

 

 

Fig.11.. History of trim & sinkage 

 

3.2 횡 동요 운동 해석 

 

횡 동요 운동 검증을 위해 대상 선박의 2 차원 



 

 

 

단면에 대한 자유 횡 동요 감쇠(free roll decay) 

운동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같은 조건의 3 차원 

수치 해석 결과를 모형 시험 결과와 비교하는 것

이 가장 타당하지만 대상 선박인 드릴쉽의 경우 

선수, 선미 형상 변화가 중앙부 단면에 비해 그리 

크지 않고 2 차원 해석의 경우 계산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어 2 차원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은 

bilge keel1~4 개이 부착된 경우와 부착되지 않은 

다섯 가지 경우를 테스트하였으며 bilge keel 의 제

원은 아래 Fig.12 와 같이 LBP 의 약 45%의 길이

를 가지며 폭은 650mm 이며 bilge 중앙에 부착되

어 있다. 대상 선박의 무게 중심(KG)은 수면 위 

2.4m 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12  Characteristic of bilge keel  

 

2 차원 계산을 위해 적용한 계산 시간 간격

(time step size)는 0.005 초이며 sub iteration 수

는 50 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산 시간

은 횡 동요 8 주기를 계산할 때 1cpu 로 약 1 일 

정도 소요되었다. 초기 roll angle(선체 기울기)은 

일정한 값으로 통일하여 해석을 하였고 계산을 통

해 Fig.13 과 같은 횡 동요 운동 성능 특성을 얻었

다. 여기서 횡 동요 감쇠 계수(ζ )는 식(3), (4)로 

정의되며 여기서 
i
φ 는 i 번째 roll angle 을, n 은 

횡 동요 주기의 횟수를 의미하며 횡 동요 감쇠 계

수가 커질수록 외란에 의한 선박의 횡 동요가 빨

리 사라지게 된다.  

  

n

nii +
−

=⋅

φφ
δ

lnln
            (3) 

π

δ
ζ

2
=

                   (4) 

  

2 차원 해석의 경우 bilge keel 의 길이를 선체 

길이와 같다고 가정하므로 계산된 횡 동요 감쇠 

계수는 bilge keel 의 길이가 약 45%인 모형 시험 

의 결과보다 훨씬 크게 예측된다. 따라서 식(5)와 

같이 실제 선박에 부착된 bilge keel 의 길이 비율

로 보정된 감쇠 계수 값을 ζ _correction 으로 정

의하고 이를 Fig.13 에 비교하였다.    

 

                                           (5) 

 

Fig.13 의 첫 번째 그림에서는 계산에서 구한 횡 

동요 감쇠 계수와 보정된 감쇠 계수 및 모형 시험

에서 구한 감쇠 계수를 나타내었고, 시간에 따른 

roll angle 변화를 계산으로 추정한 값과 모형 시험

에 의해 추정된 값을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 비

교하였고 비교하였다. bilge keel 이 없는 경우 주

기와 감쇠 계수는 계산과 모형 시험 사이의 오차

가 5% 이내로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bilge keel 이 부착된 경우 주기는 3% 이내로, 

bilge keel 길이를 보정한 감쇠 계수는 15% 이내

로 잘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차원 횡 

동요 운동 해석의 경우 중앙부 단면이 3 차원 전

체 형상을 완전히 대표할 수 없기에 정도 높은 횡 

동요 감쇠 계수의 추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오차

는 가질 수 있지만 bilge keel 의 효과나 bilge keel 

제원 변화에 따른 횡 동요 감쇠 성능의 정량적 추

정이 가능하기에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3 차원 

해석보다 실용적으로 조선소의 현업에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13 Comparison of roll damping coefficient 

 

횡 동요 감쇠 운동 성능에 있어 bilge keel 의 역

할은 횡 동요 시 bilge keel 주위에 강한 와류

(vortex)를 발생시켜 와류 주변의 선체 표면의 압

력 손실을 유발하여 선체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데 

있으며 bilge 주변의 와류가 크면 클수록 횡 동요 

감쇠가 커지는 사실이 이미 기존에 연구(홍춘범 

등 2004, 박일룡 등 2008) 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lge keel 이 부착된 경우와 부

착되지 않은 경우 횡 동요 첫 번째 주기 내에서의 

bilge 주변의 와류 강도 및 크기 차이를 Fig.14 과  

Fig.15 에 살펴 보았다. bilge keel 이 부착되지 않

은 경우(Fig.14) 와류의 발생 영역이 bilge 주변으

로 한정되어 있으며 와류 강도도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bilge keel 이 부착된 경우

(Fig.15) 선체가 회전을 함에 따라 크고 강한 와류

가 bilge 주변에 발생하여 선체 표면을 따라 이동

하며 회전 방향이 바뀔 때마다 반대 방향의 새로

운 와류가 생성되어 복원력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Bilge keel 에 의한 

와류 발생 정도의 차이가 횡 동요 감쇠 성능

(Fig.13)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bilge keel 의 폭이 크고 길수록 강한 와류가 발

생하여 횡 동요 감쇠에 효과적임을 예상할 수 있

다. 한편,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선체에 부

착된 빌지킬 개수가 많아지면, Fig 13 과 같이 빌

지킬이 발생시키는 와류가 서로 간섭 효과를 발생

시켜 오히려 횡 동요 감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

인하였다. 

 

 

Fig.14  Bilge vortex w/o bilge keel  

 

 

Fig.15  Bilge vortex w/ bilge k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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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해석 코드인 ANSYS 

FLUENT R14 를 이용하여 선박의 자세 변화에 따

른 저항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FLUENT 의 UDF 및 

Scheme 을 이용한 자동화 툴을 사용하여 자세 변

화 시 매번 격자를 재 생성하지 않고 전체 해석 

영역을 이동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트림과 싱키지 

해석 전 과정을 자동화하였다. 또한 빠른 계산을 

위해 FLUENT R14 의 새로운 기능인 pseudo 

transient 기법과 정도 높은 자유 수면의 해석을 

위해 compressive VOF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컨테이너 선과 같은 고속선에

서 자세(트림/싱키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고려

한 경우와 비교하여 저항 성능 차이가 4% 이상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박의 운항 중 자세 고

려가 정확한 저항 성능 추정에 매우 중요함을 확

인하였다. 

또한 선박의 2 차원 횡 동요 운동 수치 해석

을 수행하여 빌지 킬(bilge keel)에 의한 선박의 횡 

동요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모형 시험 결과와 비

교하였다. 횡 동요 운동 모사를 위해 선체의 6 자

유도 운동 방정식을 고려한 UDF 를 FLUENT 와 

연동시켜 해석하였으며 선체 운동에 의한 격자 이

동은 회전 운동을 위해 sliding 기법을, 병진 운동

을 위해 layer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선박에 부착된 Bilge keel 은 횡 

동요 시 강한 와류를 발생시켜 선체 표면의 압력 

저감을 유도함으로 선박의 복원력이 증가되고 횡 

동요 운동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

재 3 차원 횡 동요 운동 해석 시 roll 과 heave 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과도한 수치 비용이 발생하여 

실용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2 차원 해석을 적용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정도 높은 횡 동요 운동 성

능 추정이 가능함으로 선형 설계에 있어 좋은 평

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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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LCC2 선형의 파랑 중 부가저항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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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Added Resistance Performance of KVLCC2 in Regular Waves 

Jin Kim, Il-Ryong Park, Yoo-Chul Kim, Kwang-Soo Kim, Suak-Ho Van 

 

 

요 약 

 

The present study provides the numerical simulations with the 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URANS) methods for the

prediction of added resistance performance of KVLCC2 advancing forward in regular waves at Fn=0.142 and Re=4.6×10
6
. Six degrees 

of freedom (DOF) motion equations based on an Euler angles are solved in the body fixed coordinates system originated in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ship hull. The present method considers the effects of the motions of the hull in the momentum equations as a body force 

source term instead of moving or deforming the grid with considering the relative grid velocity in the convective terms. The incoming wave

based on linear wave theory is prescribed at the upstream far-field boundary to avoid time consuming computational efforts by 

introducing a numerical wave maker that needs a large computational domain with a huge number of grid points. In addition, the relative 

translational and rotational velocities according to the motions of the hull including its uniform forward speed are also imposed at all the 

far-field boundaries. The added resistance and 2DOF motions of KVLCC2 tanker in regular head waves are computed with the

developed unsteady RANS method. The computational results of added resistance and 2DOF motion (heave and pitch) responses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s. 

 

Keywords: Added resistance in waves, Computational Fluid Dynamic, Ship motion, URANS, Numerical towing tank, E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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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칭 몰수체의 반류를 이용한 유효반류 추정연구 
김기섭1, 문일성1, 안종우1, 김건도1, 박영하1, 이창섭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1,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2 

Prediction of the effective wake on an axisymmetric body

Kim Ki-Sup1, Moon Il-Seong, Ahn Jong-Woo1, Kim Gun-Do1, Park Young-Ha1, Lee Chang-Sup2
KIOST/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1, Chungmam National University2 

Abstract
An axisymmetric submerged body(L=5.6m, Diam=0.53m) is installed in Large Cavitation Tunnel(LCT) and the nominal and total 

velocities, without and with the working propeller in position, respectively, are measured using Laser Doppler Velocimeter(LDV). 
The flow field is predominantly axisymmetric except the downstream of the supporting strut, and is considered sufficiently 
axisymmetric and is ideal to study the hydrodynamic interaction of the propeller and the axisymmetric sheared oncoming flow. The 
measured data are then provided to compute the propeller-induced velocity to get the effective velocity, which is defined by 
subtracting the propeller-induced velocity from the total velocity. We adopted, in computing the induced velocity, various 
numerical methods including the Vortex Lattice Method(VLM), the Panel Method and the Vortex Tube Actuator(VTA) model to 
evaluate the procedure to get the effective velocity distribution. To secure the fundamental, experimental data necessary for the 
research related to the effective wake, we measured the drag on the submerged body, the nominal and total velocity distributions 
at various axial locations in a range of tunnel water speeds. 
Keywords : axisymmetric body(축대칭 몰수체), effective wake(유효반류), propeller induced velocity(프로펠러 유기속도), Large Cavitation  
Tunnel(LCT,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VLM method(보오텍스격자법), Panel method(패널법), Vortex Tube Actuator model(VTA, 보오텍스유관작
용추진기모형)

1. 서 론
선박 프로펠러는 선미에서 작동하며, 선체주위 유동 특히 선

미 보오텍스 유동장의 전단류와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을 한다.  
선미 유동장의 전단류가 선종별로 반류분포에 따라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상호작용도 선종별로 크게 다르다. 반류분포는 선속, 
소요마력 및 프로펠러 회전수 등에 따라 프로펠러의 부하분포 및 
피치분포 등 형상요소 결정에 큰 영향을 주며, 나아가 프로펠러 
추진성능과 캐비테이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체 
반류추정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은 프로펠러의 설계 목표 달성
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프로펠러 설계와 성능해석에 필
요한 반류정보는 유효 반류분포(effective wake distribution, 
 )이어야 한다. 대부분 프로펠러 설계과정에서는 예인수조 모
형선 공칭반류 계측결과를 기반으로 실적선 경험, 자료 및 수치
해석기법 등으로 실선 유효반류를 추정하며 이는 설계자와 해석
방법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주며 결과적으로 프로펠러의 형상과 
성능이 달라진다.

유효속도(effective velocity,  )는 일반적으로 총 유속(total 
velocity,  )에서 프로펠러 유기속도(propeller induced 
velocity,  )를 뺀 값으로, 또는 공칭속도(nominal velocity, 

 )와 선체주위 유동과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속
(interaction velocity)의 합으로 설명된다.(Carlton, 2007) 실선 
유효반류를 추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모형선 공칭반류로부터 모형선 유효반류 추정하고 실선 유효반
류를 추정하는 방법, 둘째 모형선 공칭반류로부터 실선 공칭반류
를 추정하고 실선 유효반류 추정하는 방법이다. Hoekstra(1974)
는 반류수축(wake contraction) 현상을 제안하고 모형선 공칭 반
류분포로 부터 실선 공칭반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Yang(2010)과 은 전산유체역학 수치해석기법으로 모형선과 실
선의 공칭반류를 수치해석하고 비교하였다. Kim(2010)은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시험부 유속에 따라 모형선 공칭반류 특성
변화를 조사하고 유속의 증가와 더불어 모형선 공칭반류 분포가 
타당하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uang(1980)은 풍동시험
에서 축대칭 몰수체의 공칭반류와 총 유속을 계측하고 또한 수치
적으로 총 유속과 유기속도를 해석하여 유효반류 추정한 바 있
다. Lee(1990)는 선미주위의 복잡한 유동을 Poincare의 방정식
을 사용하여 선미후류에 포함한 보오텍스 시스템과 프로펠러와
의 상호작용을 이론적으로 해석하여 유효반류 계산방법을 제시
하였다. 선체반류는 3차원적으로 복잡한 유동을 이므로 프로펠러
와 상호작용 해석이 복잡한 편이다. 하지만 축대칭 반류는 원주
방향으로는 동일하며 반경방향으로만 크기 변화가 존재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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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단순한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Kim, 2012)에서 이와 같

은 축대칭 몰수체의 공칭반류와 총 유속 분포를 계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프로펠러 유기속도를 계산하고 
유효반류분포를 추정한다. 유기속도 수치해석은 VLM(Vortex 
Lattice Method), Panel method 및 VTA(Vortex Tube Actuator) 
모형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방법에 따라 특성을 살펴본다. 

2. 축대칭 몰수체
본 논문에 사용된 츅대칭 몰수체의 형상은 Huang(1980) 

DTNSRDC의 풍동(wind tunnel, 최고유속 61m/s)시험에 사용한 
model D와 기학적으로 상사하다. Huang(1980)이 사용한 몰수
체 제원은 길이 6.58m, 직경 0.624m, 프로펠러 직경 301.8mm
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몰수체의 도면과 제원은 Fig. 1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몰수체 크기는 model D의 85.6%에 해당
하며 축대칭 몰수체 직경 대비 프로펠러 직경 비(0.484) 및 몰수
체의 프로펠러 상대적인 위치는 상호 동일하다. 몰수체 횡단면적
과 LCT 시험부 단면적의 비 즉, 유동 막힘율(flow blockage 
ratio)은 4.44% 수준이다. 프로펠러 형상은 Huang 프로펠러와 
형상이 다르다. 스트럿에 의한 프로펠러면 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대칭 몰수체 중앙에서 약간 상류 쪽에 스트
럿(strut) 1개로 지지하였으며 스트럿과 몸체 골격 연결부에는 3
분력계가 설치되었다. 고속유동에서 작용하는 유체력을 견디도록 
구조물의 강도 확보가 요구되었다. 몰수체 시험은 MOERI 대형 
캐비테이션터널(Large Cavitation Tunnel, 이하 ‘LCT', 2010년 
준공)에서 수행되었다. LCT 본체의 크기는 60mL ☓ 6.5mB ☓
19.8mH, 시험부 크기는 12.5mL ☓2.8mB ☓1.8mH 이다. 시험부 
최대유속은 16.5m/sec이며, 터널내부 압력조절 범위는 0.03 
~3.0 bar이다. 터널 시험부 좌우 면에는 각각 7개의 투명한 아
크릴 관측장(1.0mB ☓ 1.3mH)이 있다. Fig. 2는 LCT 시험부에 
설치된 몰수체의 선수부와 선미부를 보여준다.

Fig. 1 Drawing of axisymmetric body

반류분포 계측 이전에 몰수체 주위유동 상태 파악을 위하여 
시험부 유속변화에 대하여 몰수체 알몸의 항력과 yaw 모멘트를 
계측하였다. 몰수체 스트럿 하부 몰수체 중앙부에 3 분력계를 설
치하였으며 몰수체 표면과 스트럿은 접촉하지 않아 스트럿에 작
용하는 항력은 계측되지 않으며 yaw 모멘트 계측치를 통하여 몰
수체의 유동방향으로 향한 설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

는 시험부 유속변화에 따라 계측된 항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약 
8m/s 이상 영역에서는 거의 CT=3.12☓10-3에 수렴하며 몰수체 
주위유동의 안정화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Dimension of Axisymmetric Body and Propeller
Body Length(L) 5.6377 m
Body Dia. 0.534 m
Propeller Dia. 0.2585 m
Prop. Dia./Body Dia 0.484
Prop. Hub Ratio 0.2364
Prop. Plane (X/L) 0.983
Flow blockage ratio 4.44 %
Surface Area of Body 8.3803 m2

Fig. 2 Stern and bow shape of axisymmetric body installed  
       at test section of LCT(Left : stern, Right :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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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ment of total drag of axisymmetric body v.s  
          water velocity at test section of LCT

3. 공칭반류 및 총 유속 분포
 3.1 공칭반류

  공칭반류 계측위치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수로부터 
98.3%에 있는 프로펠러 면이다. 반류계측은 LDV를 사용하였으
며 LDV 계측범위는 11개 반경(0.3R, 0.4, 0.5, 0.6, 0.7, 0.8, 
0.9, 1.05, 1.1, 1.2, 1.3R)에 대하여 원주방향으로 -300 ~2100 
이다. 프로펠러 날개 끝 위치는 그림에서 붉은 점선으로 표시되
어 있다. 
  시험부 유속변화에 대하여 계측한 축 방향 반류분포는 Fig. 5
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시험유속에서는 대개 유사한 분포를 가지
면서 시험유속이 증가할수록 반류가 큰 축 근처 유동이 조금씩 
가속되어 유속분포가 동심축 방향수축(concentric contraction)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00 근처 상부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스트럿과 몰수체와 상호작용에 의한 편자형 보오텍
스(horseshoe vortex) 등으로 수반하는 반류의 영향을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트럿에 기인한 반류의 영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6시 방향의 반류분포를 사용한다. Fig. 6
은 6시 방향에 반경방향의 반류분포를 보여주는데 시험부 유속
이 증가할수록 프로펠러 안쪽 반경(inner radius)에서 유속이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Fig. 4 Wake measurement planes around the   

          stern of axisymmetric body

            

    U0 = 6.36 m/s

            

    U0 = 8.48 m/s



            

   U0 = 10.6 m/s

    Fig. 5 Nominal iso-axial velocity contour measured at    
        propeller plane (U0 = 6.36 m/s, 8.48 m/s, 10.6 m/s)

Fig. 6 Comparison of nominal velocity distribution

 3.2 총 유속
   총 유속(Total velocity)은 공칭반류 계측과 다르게 Fig. 7와 
Fig. 8과 같이 축대칭 몰수체에 프로펠러(KP1097)를 장착 후 작
동하면서 프로펠러 직 상류면(프로펠러 면 으로부터 0.2R 상류)
에서 계측한다. 총 유속(Calrton, 2007)은 공칭반류(nominal 
wake), 유동장과 프로펠러의 상호작용(interaction velocity) 및 
프로펠러 유기속도(propeller induced velocity)으로 구성된다. 프
로펠러 구동모터와 동력계는 Fig.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몰수체 
내부에 설치되었다. 총 유속 계측시험 조건은 Table 2와 같이 시
험부 유속은 8.0m/s 이고 프로펠러 회전수는 45.71 rps 이다. 

이때 몰수체의 레이놀즈 수는 5.46☓107 이며 이때 프로펠러 추
력과 토오크를 동시에 계측하였다. Fig. 9은 Fig. 7과 같이 프로
펠러를 설치한 상태로 선속변화에 대한 프로펠러의 추력과 토오
크를 계측한 것으로 축대칭반류 중에서 프로펠러의 추진성능을 
보여준다.
 

Fig. 7 Installation of Axisymmetric body with propeller at  
          test section of LCT

 
Fig. 8 Propeller at stern of axisymmetric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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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conditions of total velocity measurement just 
ahead of propeller(KP1097)

Water vel., m/s 8.0
Propeller rev., rps 45.71

JS 0.6785
KT 0.1621

10KQ 0.190
ηB 0.922

Rey. no of propeller blade at 0.7R 2.4☓106

Rey. no. of axisymmetric body 5.46☓107

   Fig. 10는 Fig. 4에서 표시한 유속분포 계측면(4개)과 프로펠
러 직 상류면(-0.2R)에서 계측한 공칭반류 분포와 총 유속 분포
를 보여준다. Fig. 11은 계측면 위치별로 6시 방향의 반경방향 
공칭반류분포와 총 유속분포를 보인다. 우선 공칭반류 분포는 상
류로부터 프로펠러 면에 근접할수록 몰수체 직경의 감소와 더불
어 유속분포가 동심축 방향수축(concentric contraction)이 발생
하며 바깥쪽 반경 영역보다 안쪽 반경 영역의 유동이 보다 빨리
가속된다. 유동방향을 따라서 스트럿 반류의 영향은 여전히 존재
한다. 총 유속분포는 공칭반류와 유사하게 프로펠러 면에 접근 
할수록 안쪽 반경의 유동이 상대적으로 빨리 가속되며, 공칭반류
대비 속도 증가량도 프로펠러 면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이것은 
하류로 가면서 프로펠러와 가까워지면서 프로펠러 유기속도와 
증가와 더불어 몰수체 표면의 전단류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프로
펠러와 상호작용 속도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 plane at 1.5R upstream

(b) plane at 1.0R upstream

  

(c) plane at 0.5R upstream



(d-1) Left : Nominal wake at propeller plane. (d-2) Right :  
           Total velocity at 0.2R upstream of propeller plane
Fig. 10 Comparison of nominal velocity distribution(Left side, 

U0=8.48m/s) with total velocity distribution(Right side, 
KP1097, U0=8.0m/s) at 3 planes upstream of 
propeller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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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반류 추정
   유효반류 추정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실선 프로펠러 설계에 
필요한 유효반류 추정을 위한 것이다. 실선의 공칭반류를 CFD를 
사용하는 수치이론적 방법 또는 모형시험과 확장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반류와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을 이해하
면,  실선에서의 유효반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선 반류를 가능하면 가깝게 재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터널 내부의 유속을 증가시켜가며 몰수체 
주위의 점성유동이 거의 성장하여(developed flow) 항력과 유동
장이 수렴성을 보이는 속도에서 계측한 공칭반류와 총 유속을 사
용하였다.  

  프로펠러 모형으로는 날개수는 4 개, 평균 피치비  
0.71, 확장면적비가 0.4905인 프로펠러를 선택하였다. 프로펠러 
시험조건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으며, 축대칭 몰수체 주위의 
공칭반류와 총 속도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3-차원 유동장 위치,     ,에서의 유효속도장
(effective velocity field,  

 의 정의는 ITTC 프로펠러 위
원회(1984)의 정의를 따라, 총 속도,   

 와 프로펠러의 
이상(ideal) 유동에 의해 유기되는 속도,  

,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즉,

               
 

                   (1)

여기서, 모든 속도는 벡터량이다.   유효속도는 원칙적으로 3-차
원 유동장에서 분포된 벡터량이므로, 예인수조에서의 저항-자항
시험 해석과정에서 추력일치법을 통해 결정되는 단일 수치의 유
효반류(effective wake,  )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본 논문은 프로펠러에 의해 유기되는 속도를 구하기 위해 3-
가지의 이론을 적용하기로 한다. 하나의 논문으로서의 완성도를 
위해, 유효속도 계산 절차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주요한 개념과 
수치해석과 관련한 주요한 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4.1. 패널법(Panel Method) 

     이상유체장에서, 공간상의 임의의 유동장점   에
서의 섭동 속도 포텐셜 는 다음과 같은 Green의 적분식으
로 표현된다.
      



 






           (2)

여기서     는 Green 함수이다. 위 식에서 좌변의 
포텐셜은 유동장의 경계면 에 분포된 다이폴(첫번째 적분항)
과 쏘오스(두번째 적분항)의 분포에 의해 유기되는 속도 포텐셜
의 적분으로 표현된다. 프로펠러와 같이 유체와의 경계면이 간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계면을 유한한 크기의 평면(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이산화하여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변형하여 경계조건
을 만족하도록 하여 이산화된 섭동 포텐셜의 분포를 계산한다. 
이와 같이 경계면을 패널로 이산화하여 수치적으로 미지함수 포
텐셜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텐셜을 기저로한 패널법
(Potential-based Panel Method, PPM)이라 부른다  (Lee, 
1987), Kim 등(1993). 본 연구에서는 Kim 등의 패널법을 적용하
여 프로펠러 경계치 문제를 해석하고, 프로펠러 상류 유동장에 
유기되는 속도를 포텐셜를 표현하는 식 (1)을 미분하여 유기속도 
분포를 구한 결과를 보인다. 



4.2. 보오텍스 유관작용 추진기(Vortex Tube Actuator,VTA)법
    공간상의 유동장점   에서의 속도벡터 는 
Poincare의 적분방정식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3)

식 (3)은 속도에 대하여 표현한 식으로 기본적으로 식 (2)와 유사
하지만, 경계면으로 둘러쌓인 체적내에 존재하는 와도(vorticity, 
∇ ×   )의 영향이 들어있다는 것이 큰 차이이다. 식 (3)의 우
변의 2-항, 3-항은 식 (2)의 1-항, 2-항, 즉, 다이폴과 쏘오스에 
의해 유기되는 속도이므로, 식 (3)의 첫 번째 항이 남게 된다. 식 
(2)는 유동장이 점성과 와도의 영향이 없는 이상유체(ideal fluid)
의 가정에 의해 유도된 것이므로 식 (3)의 첫 번째 항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식 (3)의 첫 번째 항의 와도를
                 ∇ ×                          (4)
로 표현하면, 유효 속도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U              (5)

식 (5)를 직접 계산하는 것도 전체 유동장에 대한 공간 적분이므
로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Lee and Lee(1990)는 유동이 
프로펠러를 통과할 때 반경이 수축하는 것을 관찰하여 프로펠러
평면에서의 반경방향 속도변화를 보오텍스로 치환하고, 보오텍스
유관이 수축하는 보오텍스유관작용추진기(VTA) 모형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VTA방법을 활용하여 유효속도장을 계산
환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4.3. 보오텍스격자법(Vortex Lattice Method, VLM)
    보오텍스격자법은 기본적으로 식 (2)에서 출발하여, 프로펠
러 날개의 두께가 얇은 점에 착안하여 선형화함으로써 식 (2)의 
우변 첫 번째 항인 다이폴적분을 보오텍스가 분포된 양력면으로 
치환하고 식 (2)의 우변의 두 번째항은 캠버면에 분포된 날개 두
깨를 표현하는 쏘오스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현재 가장 신뢰성이 
있어, 프로펠러의 설계 및 해석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 
VLM으로 양력면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Kerwin 
and Lee(1978)를 들 수 있다. 상세한 과정은 Kerwin/Lee(1978)
를 참조하기 바란다. VLM에 의해 프로펠러 하중을 표현하는 보
오텍스의 세기를 구하고, 날개 두께의 영향을 표현하는 쏘오스의 
세기를 구하면, 유동장 임의의 곳에 유기되는 유기속도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VLM에 의해 계산된 유기속도도 보이고
자 한다.
  Fig. 12는 축대칭 유동장에서 축방향 유속의 반경방향 분포를 
공칭속도(Nominal velocity), 총 속도(Total velocity)와 함께 패널
법(PPM), 보오텍스유관작용추진기(VTA), 보오텍스격자법(VLM) 
방법으로  유기속도를 구하고, 식 (1)을 적용하여 계산한 유효속
도를 그림으로 비교하여 보인다. LDV에 의해 레이저광을 이용하
여 계측하므로 프로펠러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총 유속을 
x/R=-0.2(프로펠러 상류)에서 계측한 결과가 프로펠러면
(x/R=0.0)에서 계측한 공칭속도와 함께 Fig. 12에 주어져 있다. 
  PPM, VLM에 의한 계산은 식 (1)에 충실하게 총 속도에서 프
로펠러 유기속도를 빼서 유기속도를 구하였지만, VTA는 프로펠
러의 작동을 프로펠러 유관의 수축으로 대치하였기 때문에 공칭
반류만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의 결과만 볼 때, VTA법과 
VLM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주고 있는 데 반하여 PPM은 공칭
속도 근처의 값을 주고 있는 것이 다르다. 유효속도는 따로 계측
에 의해 계산되는 값이 아니므로 어느 값이 더 좋은 결과인지 속
단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결과로는 VTA법과 VLM이 실제 유효속
도에 가까운 결과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Fig. 13은 예인수조에서 프로펠러 단독성능시험(POW) 결과와 
캐비테이션터널에서 축대칭 몰수체 반류 중에서 계측한 프로펠
러 성능시험(PBW) 결과의 비교를 보여준다. Fig. 13의 PBW 결
과는 Fig. 9에서 보이는 캐비테이션터널 시험부 유속을 U0= 
8.0m/s로 고정하고 계측한 PBW 시험결과와 동일한 자료이다. 
프로펠러 설계점 KT=0.1621에서 평균 유효반류가 약 0.235로 
추정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축대칭 몰수체에 대
하여 레이놀즈 수가 비교적 높은 유동상태에서 몰수체와 프로펠
러 상호작용 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가
지 수치해석 방법으로 프로펠러 유기속도와 유효반류를 계산하
여 특성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확보한 LCT 시험 및 계측결과는 향후 선속 변화에 대한 축대칭 
몰수체의 항력, 공칭반류, 축대칭 반류 중 프로펠러 추진성능, 몰
수체와 프로펠러 상호작용 및 유효반류 추정 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확보된 자료와 수치해석 기법으로 
보다 선체 유체반류 추정연구가 요구된다. 



    Fig. 12 Comparison of measured and computed velocity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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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속전진하는 선체의  
시간영역 방사파 이력함수에 대한 선적분의 영향 

홍도천, 홍사영, 성홍근, 남보우 
 
Influence of the waterline integral on the radiation memory function of 

an oscillating ship advancing with constant forward speed 
Hong, DC, Hong SY, Sung, HG and Nam BW 

 
 

요 약 
 

The radiation potential of a ship advancing with a constant speed in waves is studied using the Green 
integral equation combined with the three-dimensional time-domain forward-speed free-surface Green 
function. Numerical solutions are obtained by making use of a second-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which makes it possible to take account of the line integral along the waterline in a rigorous manner. The 
six-degree of freedom motion memory functions of the Wigley seakeeping model obtained by direct 
integration of the time-domain potentials over the wetted surface are presented. These functions 
calculated without taking account of the line integral along the waterline have been compared with those 
calculated taking account of the line integral in order to show the forward speed effect of the line integral 
on the radiation problem. 
 
Keywords: Time-domain radiation potential (시간영역 방사파 포텐셜), Green integral equation (그린 적분방정식),
Time-domain forward-speed free-surface Green function (시간영역 전진속도 자유표면 그린함수), Waterline integral
(수선적분), Memory function (운동이력함수), higher-order boundary element (고차경계요소법) 
 

1. Introduction 
 
A surface-piercing floating body undergoing 

arbitrary motion can be analyzed by making use 
of the transient free-surface Green function 
(Stoker 1957). In the frequency-domain, the 
three-dimensional frequency-domain 
forward-speed free-surface Green function has 
been presented by Brard (1948). He has also 
shown that the behavior of the far-field waves 
generated by a pulsating source advancing with 
a constant forward speed is distinct according 
as the Brard number Bn, product of the Froude 
number Fn and non-dimensional circular 
frequency of encounter �w , is greater or less 
than 1/4, the critical Brard number. When ship’s 

rectilinear advancing speed is constant, 
computation in the time-domain has been known 
to be more effective since the memory functions 
can be transformed to the frequency-domain 
added-mass, wave-damping and exciting force 
coefficients for all frequencies (Shin et al. 2003). 
However, the line integral along the waterline of 
a surface-piercing ship has been neglected or 
greatly approximated in conventional 
time-domain computations using the constant 
panel method due to the difficulties related to the 
spatial derivative of the velocity potential along 
the waterline. It has been shown that the 
difficulties can be overcome by using the 
second-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Hong 
and Hong 2008). The numerical resul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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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functions obtained using the 
second-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for the 
Wigley seakeeping model have already 
presented in Hong and Hong (2008). In the 
present paper, numerical results for the Wigley 
seakeeping model obtained by improved 
computing programs have been presented. They 
show that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line 
integral along the waterline is essential in the 
time-domain forward-speed radiation problem 
of a surface-piercing ship to obtain correct 
solution.  

 
2. Mathematical Formulation 

 
Assuming that the fluid is incompressible, the 

flow is irrotational and the capillarity is negligible, 
the fluid motions can be described by a velocity 
potential. When a body advances with a 
constant speed U in the positive x-direction in 
waves, the potential around the floating body 
can be expressed in a Cartesian coordinate 
system ( , , )x y z  attached to the mean position 
of the oscillating body with the origin in the 
waterplane and the z-axis vertically upward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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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Ux is the free-stream potential, WF  the 
steady disturbance potential due to the constant 
forward motion of the body, ( 1,2,,,6)k kF =  the 
radiation potentials due to the 
six-degree-of-freedom motion and 7F the 
scattering potential. Adopting Neumann-Kelvin 
linearization, the radiation potentials can be 
obtained independently without taking account 
of WF . The Green integral equation for these 
potentials is as follows (Liapis and Beck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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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n  denotes the unit vector normal to S, 
the meanwetted surface of the body and G  the 
waterline of the body.  

The boundary conditions on S of the radiation 
potentials can be found in Liapis and Beck (1985). 
The time-domain forward-speed free-surface 
Green function in Eq. 2 can be written as follows 
(Stoker 1957). 

0( , , ) SG P Q t G Gt- = +                          (3) 
0

1( , ) 1/ ( , ) 1/ ( , )G P Q r P Q r P Q= -                     (4) 
( )

00
( , , ) 2 [1 cos ( )] ( )S k zG P Q t gk t e J k R dkzt t

¥ +- = - -ò (5) 
where 

2 2 2( , ) ( ) ( ) ( )r P Q x y zx h z= - + - + -                (6) 
2 2 2

1( , ) ( ) ( ) ( )r P Q x y zx h z= - + - + +                (7) 
2 2( ( ) ) ( )R x U t yt x h= + - - + -       (8) 

More convenient forms of the Green function can be found 
in Beck and Liapis (1987) and in Newman (1992). 
 

3. Discretization of  
Green Integral Equation 

The time-domain Green integral equation, Eq.2, 
is discretized spatially according to the 8-node 
second-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OBEM) (Hong and 
Hong 2008). SOBEM is a modified version of the 
second-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HOBEM) 
developed by Hong and Choi (1995). In SOBEM, 
the collocation nodes do not lie on the perimeter of 
the surface element but inside the element. Using 
SOBEM, the boundary conditions along the 
waterline can be integrated directly into the Green 
integral equation. Following the numerical scheme 
relevant to the second-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the line integral in Eq. 2 can be evaluated 



properly. The position vector of the lth node on the 
ith element is written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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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ν,σ) denote a local curvilinear 
coordinates of an 8-node quadrilateral or a 
6-node triangular second-order boundary element 
and m

iN  the quadratic interpolation functions 
(Wrobel 2002). The potential at the lth node on the 
ith element can be written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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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m
ij  denotes the unknown node value of 

the potential at the mth node of the ith element. For 
example, the terms involving 0G  in Eq.2 
discretized according to SOBEM can be written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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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Nb denotes the total number of the 6 or 
8-node second-order elements. The number of 
equations Ne in Eq.11 can be obtained as follows. 

1
, 6 8

Nb

i i
i

Ne L 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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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                        (12) 
It should be noted that SOBEM, as well as 

HOBEM, allows multiple normal derivatives at a 
node lying on the common perimeter of adjacent 
elements. Nevertheless, the value of j  at each 
node is uniquely determined since the total number 
of nodes, Nd, is counted without duplicates. Thus, 
SOBEM possesses inter-element continuity of 
potentials. However, in SOBEM, Nd < Ne while Nd 
= Ne, in HOBEM. Thus the resulting linear system 
of Eq. 2 should be solved by a least-square 
method. The line integral in Eq.2 can be 
discret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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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number NW denotes the number of 
surface elements containing the waterline and NG 
the number of Gauss-Legendre nodes used in the 
integration along the waterline. The terms A, B and 
C in Eq.13 are written in Eq.14 which are relations 
commonly used in HO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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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erical integration in time has been carried out 
following the temporal discretization scheme presented in 
Beck and Liapis (1987) with a constant time step. Further 
details can be found in Hong and Hong (2008). 

 
4. Numerical Results and Discussion 
 
Numerical tests have been done for the Wigley 

seakeeping ship model as shown in Fig.1, 
advancing in transient waves. The wetted surface 
of the model is defined as follows (Gerritsma 
1988). 

2 4

2 2 8 2 4

2 / [1 0.8(2 / ) 0.2(2 / ) ]

[1 ( / )] ( / ) [1 ( / ) ][1 (2 / ) ]

, / 10, / 16

y B x L x L

z D z D z D x L

L B L D

= - -

- + - -

= =

(15) 



where L, B and D are the length, breadth and 
draft of the model respectively. The wetted 
surface has been discretized into 150 
eight-node second-order boundary elements. 
The six-degree of freedom motion memory 
functions KTjk have been obtained directly as 
follows.  

( ) ( ) ( ), 1,2,,,6, 1,2,,,6T
j k j k j kK t K t KU t j k= + = =     (16) 

where 
,( ) ( , ) 1,2,,,6, 1,2,,,6j k k t j

S

K t Q t n dS j kr= F = =òò     (17) 
,( ) ( , ) , 1,,6; 1,,6j k k x j

S

KU t U Q t n dS j kr= - F = =òò     (18)   
On the waterline, z-variables of source points 

are all zero. In the present study, the line integral in 
Eq.2 has been carried out along the waterline 
lowered d from the plane z=0 in order to prevent 
z-variables of source and field points become zero 
simultaneously. By using SOBEM, the waterline 
depth d can be represented by the value of σ 
(-1<σ<1) of the local curvilinear coordinates of the 
element containing waterline. Different values of σ, 
varying from 0.99 to 0.5, have been tried in order 
to obtain non-diverging numerical results. When 
the value of d is small, the time step value should 
also be small. Otherwise the calculation diverges 
numerically. Different values of the constant time 
step dτ varying from 0.007 to 0.07 have been tried. 
Figs. 2-6 show heave and pitch memory functions 
of the Wigley seakeeping model where slowly 
decaying oscillations are seen. It has been known 
that the memory functions for nonzero forward 
speed present the slowly decaying oscillations with 
critical period 2π/ωc. The ωc is the critical frequency 
of encounter which can be obtained by using the 
critical Brard number of 1/4 as follows (Bingham et 
al. 1994). 

/ 1 / (4 ), /c nL g Fn F U gLw = =             (19) 
where Fn  is the Froude number.  

As shown in Fig.4, discrepancy between the 
heave-heave memory function and that calculatd 
neglecting the waterline integral is very small while 
that between the pitch-pitch memory functions 
shown in Fig.5 is noticeable. The small 
discrepancy between the heave-heave memory 
function must be due to the thinness of the Wigley 

model. However, waves generated by the pitch 
motion are not influenced by the thinness. Thus, 
the discrepancy between pitch-pitch memory 
functions is much greater than that between 
heave-heave memory functions. 

As shown in Fig.3, the pitch-pitch memory 
functions tend to a constant as time grows. The 
first and second components, calculated as 
shown in Eqs.17-18, have been presented in Fig.6. 
It shows that the constant is due totally to the 
second term of the pitch-pitch memor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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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Discretization of Wetted Surface of Wigle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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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Heave-Heave Memory Functions of 

Wigle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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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itch-Pitch Memory Functions of Wigle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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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eave-Heave Memory Functions of 

Wigle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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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tch-Pitch Memory Functions of Wigle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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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wo Components of Pitch-Pitch Memory 

Function 
 

5. Conclusions 
 
Using SOBEM, the influence of the line integral on 

the radiation memory function has been evaluated in a 
rigorous manner. The present numerical results 
show that, when the line integral is implemented 
properly, the time-domain solution of the 
radiation problem depends not only upon the 
smallness of the waterline depth d used for the  
path of integration of the waterline integral but 
also upon the time-step value, in addition to the 



usual dependency on the mesh fineness. We 
expect comparison of the present memory functions 
with those calculated by other different numerical 
methods including Rankin panel method. We expect 
also that the present numerical results may be useful for 
meaningful comparison of time-domain and 
frequency-domai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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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비 변화에 따른 날개끝 보텍스 거동 분석
백동근, 정재환, 윤현식†(부산대학교)

Effects of Advance Ratio on Evolution of Tip Vortices 
Dong-Geun Baek, Jae Hwan Jung, Hyun Sik Yoon(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is used to investigate the wake characteristics behind a marine propeller with 5 
blades for 3 advance ratio. Axial velocity is phase-averaged to study the evolution of the propeller wake in the region 
ranging from the trailing edge to one propeller diameter (D) downstream location and it shows that the tip vortices are 
related to axial velocity. Slipstream contraction and periodic tip vortex behaviors was obviously observed by using 
swirling strength analysis. 
Keywords: Tip vorvex(날개 끝 보텍스), Propeller, Advanced ratio(전진 비), CFD

1. 서 론
프로펠러 후류에서 나타나는 보텍스(vortex)들은 추진성능 측

면에서 에너지 손실로 작용하고, 진동과 소음 그리고 캐비테니션
(cavitation) 등의 원인이 되며 또한 러더(Rudder)와 프로펠러 표
면에서 침식을 유발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으며다. 
때문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지금까지 프로펠러 후류의 연구는 실험에 의존 해왔으며, 주
로 LDV(Stella 등 1998), 피토관, 그리고 PIV(백부근 등 2002)등
에 의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하여 프로펠러 후류유동에서 발생하는 보텍스
들의 주기와 형태 그리고 소산 등에 대해 분석 해 보기로 한다.

2. 대상모형 형상 및 제원
본 연구에 사용된 대상 프로펠러는 MOERI에서 설계한 

3,600TEU컨테이너선 (KRISO container ship, KCS)의 전용 프로
펠러인 KP505을 대상으로 제원은 table1과 같다. (Fujisawa, et 
al., 2000)

대상 프로펠러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좌표계
의 정의는Fig. 1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유속방향을 X축, 반경 방
향을 각각 Y축과 Z축으로 선정하였다.

3. 수치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비정상상태 비압축성 점성유동을 고려하

였다. 이에 대응하는 지배방정식으로는 아래의 연속방정식과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방정식들인, 식(1)과 
식(2)으로 각각 고려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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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속도 (velocity), 는 좌표계(coordinate), 는 
압력 (pressure), 는 시간 (time), 는 밀도 (density), 는 동
점성계수(dynamic viscosity)를 각각 나타낸다.  난류모델로는 
   모델을 사용하였다. 수치해석 기법 및 수송방정식
의 세부사항은 StarCCM+의 Help를 참조할 수 있다.

 속도 압력 연성은 SIMPLEC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류항과 
확산항에는 2차 상류차분법과 2차 중심차분법을 각각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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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505 Principal
Scale Ratio 31.6
Diameter(m) 0.250

Pitch/Diameter mean 0.950
Ae/A0 0.800

Hub ratio 0.180
No. of Blades 5

Section NACA66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KP505

프로펠러 단독 시험을 수치해석하기 위한 격자수는 약 
210만개를 사용하였다. 벽면에 수직한 최소격자 간격은 
2.5x10-4이고, 이는 y+=3~37에 해당한다. 생성된 계산영역 및 
경계조건은 Fig. 2에 도시하였다. 프로펠러의 복잡한 형상의 
특성상 단일블록(Single-Block)으로 격자 생성의 어려움이 있어 
회전하는 프로펠러 주위의 공간격자를 원통 형상의 
다중블록(Multi-Block)으로 생성하였다.

Fig. 1 Coordinate system of KP505

Fig. 2 A schematic of the system

4. 결 과

(a) J=0.6

(b) J=0.7

(c) J=0.8
Fig. 4 Contour plots of phase-averaged axial velocity at 

∅=0° :a J=0.6; b j=0.7;c j=0.8
Fig. 4 는 위상각 ∅=0°에서 프로펠러 평면에 수직한 

평면에서의 평균속도장을 보여준다. 프로펠러 평면은 X/D=0을 
따라 정렬되며 프로펠러 축과 날개끝은 Y/D는 0과 -0.5에 각각 
위치 하고 있다. 

프로펠러 후방에서 큰 속도구배를 가지는 반류면은 slipstream 
튜브 안에 전진비에 관계없이 형성되는 것을 Fig. 4(a-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속도 구배는 전진비가 낮을 수록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Slipstream 튜브가 임의의 주기를 나타내며 하류로 나아감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프로펠러 후연과 날개끝에서 발생한 
반류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Heavy 



loading condition인 J=0.6(Fig. 4(a))에서는 slipstream 튜브의 
경계가 파형에서 하류로 갈수록 점점 직선에 가까워지는데, 
전진비가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이 줄어들고 경계면 전체가 
파형화 되어진다. 

J=0.6과 0.7 그리고 0.8인 경우, slipstream 튜브 내의 최고 
속도는 각각 1.7, 1.4 그리고 1.3 정도에 해당하는 무차원 
속도로 나타나는데, 이 속도의 차이는 slipstream 튜브 내 보텍스 
구조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Figs. 5(a-c)는 날개끝에서 발생한 보텍스가 slipstream 튜브 
경계에서 분리됨을 보여주는데, 이는 프로펠러 날개가 회전하면
서 생긴 와에 의해 생성된 보텍스가 프로펠러 축을 향해 수축하
면서 일부분은 slipstream 튜브 외부로 분리됨을 확인 할 수 있
다.

먼저 heavy loading condition인 Fig. 5(a)의 경우에는 2번째 
보텍스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3번째부터 완전히 떨어지

(a) J=0.6

(b) J=0.7

(c) J=0.8
Fig 5. Vortex identification methods using swirling strength 

at ∅=0° :a J=0.6; b j=0.7;c j=0.8

는 것을 확인 할 수 고, design loading condition인 Fig. 5(b)의 
경우에는 4번째 보텍스부터 분리현상이 나타나며, 5번째부터 완
전히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light loading 
condition인 Fig. 5(c)는 5번째 보텍스부터 분리현상이 나타나며 
6번째 보텍스부터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는 날개끝 부근에서 발생한 보오텍스가 slipstream과 자유유동의 
경계층을 따라 발달하면서, 이 두 경계층의 속도차에 의해 일부
분만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진비가 변하면서 
slipstream 튜브 내의 보텍스의 강도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slipstream 튜브 외부로 분리된 보텍스는 Fig. 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진비가 낮을 수록 소산이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후류의 보오텍스 구조의 특성을 자세

히 살펴보기 위하여 CFD를 이용하여 전진비의 변화에 따라 결과
들을 비교하였다. 날개끝 보텍스와 축방향 속도에 대해 정량적으
로 가시화 하였으며, 이 데이터는 추후 프로펠러 설계에 대한 신
뢰성 검토 등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전진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때, 평균속도장 분포에서는 전진
비가 낮아질 수록 slipstream 튜브와 자유유동의 경계가 직선에 
가까워 지는 것과 속도구배가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용돌이 강도에 근거한 보오텍스 탐지법을 이용하
여 날개끝 보텍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전진비 감소에 따라 
slipstream 튜브 외부로 떨어져 나간 보텍스의 소산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경계면 근처에서 발달한 날개끝 보
텍스가 slipstream 튜브 경계의 속도차가 커짐에 따라  소산이 촉
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현상들은 프로펠러 날개에 분포하는 하
중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프로펠러의 성능
향상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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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선박용 프로펠러 허브 캡 형상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
박현정, 서성부(동의대학교), 박충환, 박희승(중소조선연구원), 이상규(신라금속)

Numerical analysis for th hub shape variationof propellers 
for the medium and small ships

Hyun-Jung Park, Sung-Bu Suh, Chung-Hwan Park, Hui-Seung Park, Sang-kyu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에너지 절감 장치로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프로펠러 허브 캡에 설치된 핀의 효과에 따른 유동 특성을 수치
해석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프로펠러 전진 속도 변화별 일반적인 허브 형상과의 비교를 수행하였고, 다음으로 허브 캡에 
부착된 핀의 피치비 및 두께 변화에 따른 유동 특성을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향후 수치해석 결과에 대
한 실선 적용 및 특성은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할 예정이다

Keywords : Hub cap shape ( 허브 캡 형상 ), Pitch ratio and thickness ( 피치비와 두께변화 )

1. 서 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교토의정서에 따라 해운분야 

및 항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문제는 각각 국제해사
기구(IMO)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향후, IMO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각종 법적수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조치(Technical 
Measures), 운항적조치(Operational Measures) 및 시장기반조치
(Market Based Measures)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기술
적조치인 ‘신조선에너지효율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로 구체화되었고 EEDI를 강제요건(Mandatory 
Requirement)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경에는 
새로이 건조되는 모든 선박이 EEDI 요건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
다.

2015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요구 EEDI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개요로 인하여 선
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선박의 에너지 절약기술은 화
석연료의 유한함에 비롯하는 연료 가격의 상승 및 국가 간 에너
지 독과점과 더불어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연구
가 계속진행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근래 지속적인 유가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님을 여러 매체

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고효율 추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
로 이루어졌으나 투입비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로 일반화되는 경
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브캡 형상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을 통
하여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선박운영수지 개선을 비롯하여, 환경
비용을 줄이고 일본에서 거의 전량수입하고 있는 기술 및 제품에 
대해 기술독립을 확립하여 본 사의 이윤창출 극대화와 국가의 경
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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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하중 및 스큐 최적화 시스템 개발
안병권(충남대학교), 장현길(대우조선해양), 이창섭(충남대학교)

Load and Skew Optimization of the Marine Propeller
Byoung-Kwon Ahn, Hyun-Gil Jang and Chang-Sup Lee

요 약

Recently requirements for vibration and underwater radiated noise have been strengthened as the load required for 
the propeller is increased. In this study, we first suggest load-optimization satisfying the required thrust of the 
propeller; find optimized circulation distributions to ensure a minimum torque. Secondly we present skew-optimization 
to minimize shaft excited forces. We integrate both methods and develop user-friend design program of the marine 
propeller.           

Keywords : Propeller(프로펠러), Optimization(최적화), Load(하중), Skew(스큐), Unconstrained minimization algorithm(비구속 최소화 알고리
즘)

1. 서 론
최근 프로펠러에 요구되는 하중이 증가되는 동시에 진동 및 

소음 성능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진동문제는 설계시, 공
진조건 피함으로써 진동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
인 진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진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기진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설계 조건에서 요구되는 
추력을 만족시키면서 프로펠러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요구추
력에 대해 토오크가 최소가 되는 순환분포를 찾는 하중 최적화 
기법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스큐최적화를 통해 기진력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진동관점에서 유리한 반류장(wake 
field)을 얻는 선형설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진력의 감소를 
위해 선형을 수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프로펠러에 의
한 기진력 감소는 프로펠러 설계시에 기진력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고려되어져야한다. 기진력은 불균일한 반류속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변동력(unsteady force)에 기인하며, 스큐
분포는 변동력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형상요소(geometric 
parameter)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프로펠러 날개의 위상이 돌풍
(Gust)의 위상과 불일치하도록 하여 한 날개 안에서 변동양력이 
서로 상쇄되도록 최적의 스큐분포를 결정함으로써, 기진력을 최
소화 할 수 있다. 최적스큐는 프로펠러 축 기진력의 감소뿐 아니
라, 선체 표면전달 기진력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며, 캐비티의 
초기발생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스큐분포 최적화에 대한 연구는 문일성 등(2003)에 의하여 수
행된 바 있으며 반류를 고려하여 6-성분 축 기진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 스큐분포를 구하는 기법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 설계와 성능 추정을 수
행하였다.

2. 하중 최적화 기법
2.1 문제의 정식화

하중 최적화는 설계 조건에서 요구추력을 만족시키면서 프로
펠러의 효율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즉, 요구추력에 대하여 토오
크가 최소가 되는 순환 분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하중 최적화 
기법은 이왕수 등(2006)에 의해 소개, 시도된 바 있다. 이왕수 
등(2006)은 요구 추력에 대하여 토오크를 최소화 하는 문제를 
Lagrange 상수  를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가정하였다.



 

(1)

여기서 는 프로펠러 토오크 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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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이며, 는 설계 전진계수에서의 요구 추력, 는 설계
된 프로펠러의 추력이다. 는 제한조건 함수로서 설계될 프로펠
러의 추력이 요구 추력을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식 (1)
을 이산화된 반경방향 순환분포  (여기서 는 반경방향으로 
이산화할 때 패널의 수)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 (2)가 된다. 
또한, 제한조건 식을 얻기 위하여 Lagrange 상수 로 미분하면 
식 (3)을 얻을 수 있다.














 (2)




 (3)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추력과 토오크를 Kutta-Joukowski정리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4)





 ×


   (5)

(4)식에서 반경방향 보오텍스에 작용하는 힘을 이산화된 반경
방향 순환분포와 유입유동을 고려하여 자세히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6)


 은 스팬방향으로 m번째, 코드방향으로 n번째에 들어오

는 유입유동이며, 는 스팬방향으로 m번째 스트립에서의 전체
순환, 


 은 각 패널의 거리벡터, 은 단면형상함수, 


 



는 번째 보오텍스 요소에 의하여 n,m번째 제어 점에 유기되는 
유기속도를 의미한다. 식 (4), (5), (6)을 이용하여 (2), (3)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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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식을 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를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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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B로 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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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 (8)식과 (9)식에서 

  은 각 패널 사이의 거리벡터이고, 


 은 델타함수로써, 


    if , 


    if≠ 

이다. 따라서 (8)식과 (9)식을 정리하면 다음 식(10)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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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식을 정리하는 것과 같이 




  , 
  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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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따라서 식 (10), (11) 그리고 (12)를 이용하여 (2)식과 (3)식

을 풀어낼 수 있다. 수치계산을 위하여 행렬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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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구성하는 부분이 








 이며,   으로 구성된 열이 




  , 

 로 구성된 행은 
  이 된다. 그러나 (10)식

과 (12)식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문제가 비선형 문제이므로 수
치계산을 위해서는 반복 계산을 통해 수렴되는 순환 분포를 찾아
야 한다. 위 문제는 양력면 이론(Kerwin and Lee, 1978)에 의해 
유기속도를 계산하면 반복법을 통해 비선형 문제에서 수렴하는 
해(최적 순환 분포)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순환분포가 주어
졌을 경우 프로펠러의 형상을 결정하는 방법은 김진현(1990),  
Greeley and Kerwin(1982)의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수행이 가능
하다. 날개 캠버면 형상 결정을 위해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
가 이루어진다.
Ÿ 캠버면은 제어점에서 ·


  이 되도록 위치가 결정되

어야 한다.
Ÿ 임의의 시험 면에 특이점을 분포하여 시작하고 위 조건이 만

족되도록 시험 면을 움직인다.
Ÿ 각 제어 점을 중심으로 해당 판 요소를 회전시킴으로써 위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

KT 10KQ η0
KP960 0.233 0.39 0.609
KP1005 0.231 0.385 0.612

Table 5-1 최적화 전, 후의 정상성능 해석 결과 비교(J=0.640)

2.2 하중 최적화 프로그램 검증
2.2.1 KP960의 최적 피치와 캠버 분포의 결정

초기형상 KP960에 하중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반경방향 피치
와 캠버 분포가 수정된 KP1005를 설계하였다. 최적순환분포는 
Fig. 1에 도시한 그림과 같이 날개 끝 부근에서 초기 프로펠러에 비
하여 높은 하중이 분포하도록 결정되었다. 최적의 순환 분포를 따
르도록 결정된 형상은 Fig.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피치의 경우 최대
값의 위치가 초기 0.6~0.7R에서 0.7~0.8R로 이동하였고, 캠버의 
경우에도 날개 끝에서 초기 형상보다 큰 값을 가지도록 결정되었
다. 수치적으로 계산된 최적화 결과는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불안정
한 특이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적화 결과로부터 순정
작업을 통하여 KP1005의 최종 형상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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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반경 방향 순환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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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반경방향 피치(좌) 및 캠버(우) 분포 비교

2.2.2 성능해석을 통한 최적화 검증
Fig. 3에서 두 프로펠러의 단독성능 해석 결과를 보이고 Table 

5-1에 J=0.640 조건에서 추정된 정상성능 해석 결과를 정리하였
다. J=0.640에서 약 0.5%의 효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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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단독성능 추정결과 비교

날개 끝에서의 큰 하중은 캐비테이션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3차원 유동효과가 가중되어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의 발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수치해석 및 모형실험을 통
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Fig. 4, 5는 캐비테이션 추정 프로
그램을 수행한 결과이다.  캐비테이션의 발생이 약 70% 증가하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roj. Name : KP960
Cav. No. : 1.733
Froude No. :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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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 Name : KP1005
Cav. No. : 1.733
Froude No. :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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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캐비테이션 발생 범위 비교
(위 : KP960, 아래 : KP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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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큐(skew) 최적화 기법
3.1 스큐 최적화 이론

최적화 이론을 통하여 우리가 결정해야할 미지수는 각 반경마
다의 스큐분포 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된 스큐분포를 
찾기 위해 스큐를 몇 개의 파라미터(parameter)의 함수로 가정하
여, 수학적인 비선형 문제로 정식화하여 문제를 해석하게 된다. 
먼저 스큐분포가 2, 3차 식의 곡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이
런 가정 속에 구속조건(constraint)을 두어 6-성분 기진력이 최소

화되게끔 스큐분포를 구하게 된다. 구속 최소화 문제
(constrained minimization problem)를 풀기 위한 알고리듬은 아
래에 간략히 설명되어있다. 구하여진 스큐분포는 설계자가 요구
하는 구속조건과 파라미터 값에 맞는 최적해로서, 축 기진력, 변
동압력, 추진성능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 구속조건과 파라미터 값
을 변화시켜가며,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스큐분포를 시행
오차법(trial and error manner)을 통해 구하여야한다.

3.1.1 Cost function
본 최적화 수치기법은 독립적인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비선형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최소화 될 비
선형 함수 F


x는 매개변수


x와 6-성분 기진력의 항으로 표현

된다. 

 F

x

  





  (14)

여기서,F 

x는 cost function, 


x는 독립적인 n차원 매개변

수 벡터이며, 는 6-성분 기진력이다.

x는 프로펠러 설계자

가 고려해야 할 초기값으로 스큐 최적화에 있어 중요한 파라미터
로 작용한다. cost function F 


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6-성분 

기진력의 계산이 요구된다. 

3.1.2 Constraint
제한적 범위 내에서 최적해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구속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스큐 최적화 문제를 예로 들면, 어떤 반
경에서의 스큐의 최고값 또는 최고 기울기 등을 설계자의 관점에 
따라 구속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구속
조건을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in ≦ 

 ≦ max (15)

최소값에 대하여 구속조건 함수 Gi 

x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Gi 

x  



gimin







 ≧  i f min   (16)

Gi 

x  


gimin



 


 ≧   i f min   (17)

Gi 

x  



gimin
 

 


 ≧  i f min   (18)

최대값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Gi 

x  


gimax



 


 ≧  i f max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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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f max   (20)

Gi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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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f max   (21)

따라서, 구속조건이 적용된 최소치 문제는 Gj 

x ≧ 을 만

족하며, F

x가 최소가 되는 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3.1.3 Penalty function method
본 연구에서는 구속조건을 적용한 최소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

어, 계산의 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속 최소화 문제를 비구
속 최소화 문제로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런 문제의 변
환은 penalty function technique을 사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Zangwill and W.I(1967)에 의해 제안된 
external penalty function technique(EPT)을 사용하였다. EPT를 
사용하는 주요한 이유는 첫째, EPT의 사용이 다른 최적화 공학
문제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주었으며, 둘째로는 스큐 최적화와 
같이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설계시 유동적인 해를 주어야하는 문
제에서는 EPT의 사용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EPT를 사용함에 있
어, 페널티(penalty)는 Gj 


x  인 경우처럼 문제에 주어진 

구속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 적용되며,Gj 

x ≧ 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페널티의 크기는 구속조건의 규칙위반의 정도
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되어진다. 페널티 함수는 다음처럼 정의되
어 지며, EPT를 사용하여 비구속 최소화 문제를 풀게된다.

 P

xr  F


x  r×j 

m min 

  (22)

여기서,P

xr는 penalty function이며, r은 곱셈상수이다. 

곱셈상수r이 너무 작은 값을 갖게되면,P

xr가 구속조건을 위

반하는 범위에 들어올 수 있으며, 너무 큰 값을 사용하게 되면 
최소치를 한번밖에 찾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선택하여 사용
하여야한다. 

3.1.4 비구속 최소화 알고리듬(Unconstrained minimization algorithm)
스큐최적화 문제에 있어서 EPT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비선

형-비구속 최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
해를 찾는 방법으로 Nelder and Mead(1965)에 의해 제안된 단
체법(simplex method)을 사용하였다. 단체법은 n차원에서 n+1개
의 단체(simplex)를 정의하는 매개변수 벡터 


x를 생성하여, 각 

최적화 단계마다 P

xr을 계산․평가하여 매개변수 벡터 


x  를 

확장(expansion), 반향(reflection), 수축(contraction), 감소
(reduction)등의 방법을 통하여 F


x가 최소값을 갖도록 최적해


x  를 찾아 나간다. 

3.2 스큐 최적화 프로그램 특성
3.2.1 프로그램 흐름도(flow chart of the program)

최적 스큐를 찾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흐름도(flow chart)로 
나타내면 Fig. 6과 같으며, 아래의 과정은 최적 스큐분포를 찾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현재 프로그램의 사용자 환경은 사
용자가 입력한 구속조건 및 옵션들을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없
고 구속조건의 수정여부 등을 기억력에 의존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차년도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용자 측면에서 편리한 환
경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프로
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설계변수벡터(vector of design variables) 

x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설계변수벡터


x는 스큐분포를 특

정 짓는 변수로서, 변수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스큐 
최적화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섯 가지의 스큐
분포 모델을 제시하여, 설계시의 중점사항에 따라 설계변수벡터 

x의 값을 선택하였다. 설계변수벡터


x는 기본적으로 자유변수

(free variables)와 고정변수(fixed variables)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변수의 값들은 프로그램 실행시 사용자에 의해 정의되는 값
이며, 고정변수는 프로그램 내에서 고정된 값들을 가지고 있다. 
다섯 가지의 모델에 대한 설명은 Table 5-2에 정리되어있다.

Fig. 6 스큐 최적화 프로그램의 흐름도
    

3.2.2 스큐분포 모델(skew distribution models)



스큐
분포 
모델

모델의 
차수 자유변수 고정변수

1 2차원 
스큐모델

 tip skew (t)
 initial slope (ss)

 skew start radius 
= hub radius
 (rs  rh )

2 2차원 
스큐모델

 tip skew (t)
 skew start radius 

(rs)
 initial 

slopess  

3 2차원 
스큐모델

 tip skew (t)
 skew start radius 

(rs)
 initial slope (ss)

없음

4 3차원 
스큐모델

 tip skew (t)
 initial slope (ss)
 tip slope (st)

 skew start radius 
= hub radius
 (rs  rh )

5 3차원 
스큐모델

 tip skew (t)
 skew start radius 

(rs)
 tip slope (st)

 initial 
slopess  

Table 5-2 스큐분포 모델

3.2.3 6-성분 기진력 해석
최적 스큐를 찾기 위해서는 6-성분 기진력의 계산이 요구되며, 

기진력 계산을 위해서 다음 2가지의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Ÿ 2D Gust theory (UM/NAME Report No.204, 1978)
Ÿ 3D Lifting surface theory (Lee and Kerwin, 1978)
3D LST 해석방법은 2-D Gust theory보다 정확한 예측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계산이 시간영역에서 수행되므로 많은 계산시간을 요
구하게 된다. 최근의 일반 PC성능으로 계산할 경우 422회의 비
정상 해석 수행에 따른 1회 최적화 반복 계산에 약 25초의 시간
이 소요되며 약 10~20회의 최적화 수렴과정에 약 4~8분이 소요
된다.  

3.2.4 구속조건(constraints)
본 프로그램에서는 스큐의 형상을 제어하며 최적 스큐분포를 

찾기 위해 구속조건을 10개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구속
조건에 대한 설명은 Table 5-3에 정리되어있다. 각 스큐분포 모
델에 따라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구속조건들이 있으며,  프로그램 
실행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구속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스큐
분포 모델에 따른 기본 구속조건 및 추가 구속조건이 Table 5-4
에 정리되어있다. 

구속
조건 설명 기본값
1 Maximum skew at blade tip 100%(=2π/Z)
2 Maximum skew at any radius 100%
3 Minimum skew at blade tip -50%
4 Minimum skew at any radius -50%
5 Minimum skew start radius hub radius(rh )
6 Maximum skew start radius tip radius(rt)
7 Maximum slope at skew start 

radius 2.57 rad
8 Minimum slope at skew start 

radius -2.57 rad
9 Maximum slope at any radius 2.57 rad
10 Minimum slope at any radius -2.57 rad

Table 5-3 구속조건과 구속조건에 따른 기본값

스큐분포모델 기본 구속조건 선택 구속조건
1 1, 3, 7, 8 2, 4, 9, 10
2 1, 3, 5, 6 2, 4, 9, 10
3 1, 3, 5, 6, 7, 8 2, 4, 9, 10
4 1, 3, 7, 8 2, 4, 9, 10
5 1, 3, 5, 6 2, 4, 9, 10

Table 5-4 기본 구속조건과 선택 구속조건

  3.3 스큐 최적화 프로그램 검증

3.3.1 계산 조건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최적스큐 계산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KP960 프로펠러를 대상으로 스큐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 
Ÿ 스큐 모델은 음의 스큐값을 가질 수 있도록 허브에서의 기울
기가 0인 것을 제외한 1, 3, 4모델을 사용
Ÿ 최대 스큐를 25°로 하는 선급규칙에 따라 최대 스큐를 
41.7%로 구속
Ÿ KP960의 스큐분포로부터 초기값과 최대 기울기를 설정
Ÿ 6-성분 힘(및 토크)에 부여하는 weight factor는 축방향 성분
에 가중치를 부여       
Ÿ 2-D Gust theory 해석법은 model 1, 3, 4를 수행
Ÿ 3-D Lifting theory 해석법은 model 1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행



구속
조건 설명 기본값 적용값

1   Maximum skew at 
blade tip 100% 41.7%

2   Maximum skew at 
any radius 100% 41.7%

3   Minimum skew at 
blade tip -50% 기본값

7   Maximum slope in 
start radius 2.57 rad 기본값

8   Minimum slope in 
start radius -2.57 rad 기본값

9   Maximum slope 
at any radius 2.57 rad 2.51 rad

initial initial tip skew - 39.85%
initial initial slope - -0.8 rad

Table 5-5 예제 계산에 사용된 기본 구속 조건

3.3.2 최적 스큐 형상
Fig. 7은 2D Gust theory를 이용한 기진력 해석을 통해 3가지 

스큐모델을 적용하여 구한 스큐분포이다. 
Ÿ 3차식 분포 모델인 model 4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힘
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Ÿ model 1과 model 3은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나 
model 3의 경우 스큐가 시작되는 반경(skew start radius)을 고
정시키지 않으므로 허브 지점에서 0이 아닌 스큐값을 가지고 있
다. 
Ÿ KP960과 같이 허브위치에서 음의 스큐값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model 3을 사용해 수 많은 시행 착오를 통해 적정한 
값을 찾아야 한다. 
Ÿ 3D LST 해석법에 의한 결과는 최대 스큐가 KP960과 거의 
일치하여 입력한 구속조건에 근접한 결과를 보임
Ÿ 3D 추정법에 의해 최적화된 스큐는 0.5R 부근에서 최소 스
큐를 가지며 2D 추정법에 의해 최적화된 스큐는 0.6R 부근에서 
최소 스큐를 가진다.
Ÿ 3D 추정법에 의해 최적화된 스큐가 2D 추정법에 의한 결과 
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은 3D 추정법이 기진력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3.3.3 최적화 스큐 적용 프로펠러 성능해석
KP960 형상에 최적 스큐 분포를 적용하여 단독성능, 축 기진

력, 평판 전달 변동압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단독 성능해석 결과
는 Table 5-6과 같다. “Model 1-3D"가 KP960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2D 기진력 해석법에 의한 최적화 모델의 경우는 
다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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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스큐 최적화 결과 비교

 × 

KP960 0.233 0.390 0.609
Model 1 0.230 0.386 0.607
Model 3 0.230 0.387 0.608
Model 4 0.227 0.382 0.607

Model 1-3D 0.232 0.391 0.608

Table 5-6 스큐 최적화에 따른 프로펠러 단독성능 해석 
비교

Fig. 8은 비정상 성능 해석을 통한 축 기진력 추정결과이다. 
KP960의 축방향 기진력이 추력 대비 0.5% 수준,  모멘트가 토
크 대비 약 1% 수준이며, 스큐 최적화 형상의 추정 결과는 대부
분 항목에서 KP960보다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 9~11은 캐
비티 추정에 의한 캐비티 발생 체적 및 평판 전달 변동 압력 추
정 결과이다. Fig. 9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수준으로 2가지 
경우만 수록하였다. Fig. 10에 따르면 캐비티 발생 체적은 약 
10%이내의 증감이 있었고 2D 해석법의 경우 감소하는 반면 3D 
해석법의 경우는 발생 체적이 약간 증가한 편이다. 변동압력 역
시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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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축 기진력 추정결과 비교(1차 날개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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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캐비티 발생 범위 추정 결과
(위: KP960, 아래: Mod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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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캐비티 발생 체적 추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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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평판 전달 변동압력 추정 결과 비교
(1차 날개진동수)

3.3.4 최적 스큐 선정

최적화 결과를 적용한 프로펠러의 성능 해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축기진력 관점에서 성능 우수도    : KP960>3D LST>2D Gust
Ÿ 캐비테이션 관점에서 성능 우수도  : 2D gust>KP960>3D LST
Ÿ 축기진력은 KP960가 기본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므
로 스큐 최적화 후 다소 상승한 기진력은 가용범위 수준으로 판단됨.
Ÿ 캐비테이션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 발생하므로 캐비테이션 관
점에서 다른 경우에 비해 우수한 2D Gust theory를 이용한 스
큐 최적화 모델을 최종 최적화 스큐로 적합하며 2D Gust 
theroy를 이용한 모델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Model 1
을 선정함.

3.3.5 하중최적화 및 스큐최적화의 적용한 설계 프로펠러의 성능 해석
Ÿ KP1005 : KP960을 바탕으로 하중최적화 적용
Ÿ KP1006 : KP960을 바탕으로 하중 및 스큐최적화 적용
Fig. 12는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최적화 설계된 프로펠러의 
기하학적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독 성능(Table 
5-7과 Fig. 13), 축기진력(Fig. 14), 캐비테이션 성능(Fig. 15)과 
변동압력(Fig. 16)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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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주요 형상변수 비교

 × 

KP960 0.233 0.390 0.609
KP1005 0.230 0.385 0.612
KP1006 0.228 0.382 0.608

Table 5-7 단독 성능 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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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 평판 전달 변동압력 추정 결과(1차 날개진동수)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프로펠러의 하중 및 스큐최적화를 목적

으로 먼저 설계 조건에서 요구되는 추력을 만족시키면서 프로펠
러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요구추력에 대해 토오크가 최소가 되
는 순환분포를 찾는 하중 최적화 기법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기진력, 변동압력, 추진성능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 구속조건과 
파라미터 값을 변화시켜가며,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스큐
분포를 시행오차법을 통해 최적화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별
적으로 개발된 두 가지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프로펠러 설계자 
또는 일반 사용자 중심의 통합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후     기
이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 주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친환경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 제어기술 개발 과제(10033668)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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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회피알고리즘을 위한 충돌비율의 개발 
유영준, 이기표 

 
Development of the Collision Ratio for a Ship Collision Avoidance 

Algorithm 
Youngjun You, Keypyo Rhee 

 
 

요 약 
 

일반적인 충돌회피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다른 선박을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감지하고, 그
위험성을 객관적인 지수로 평가한다. 둘째, 자선의 안전과 운항계획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충돌회피 행동을 수행한다. 셋째, 자선의 충돌 위험이 사라졌을 때, 본래 경로에 복귀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여러 이론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구성된 선박충돌회피 알고리즘을 구성하되, 충돌회피
시점을 판단하는데 자선과 타선의 위치, 속도, 선수각,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조종성능, 환경인자 등의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하는 방법으로써 충돌비율을 제안하였다. 충돌비율은 자선이 선택
가능한 전체 피항 침로 중에서 자선의 Evasive range 내부로 타선의 침범이 예상되는 침로의 비율로 정의된다. 추론된
충돌비율이 갖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head-on, crossing (give-way) and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계산된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가 감소할수록 충돌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이 자선의 조종성능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후에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몇 가지
조우상황에서 자선의 충돌회피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였고, 계산된 충돌회피 궤적,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 상대거리의 시
계열 자료를 분석하였다.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행동을 수행한 결과,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하는데 충돌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를 고려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충돌비율을 이용함으로써 저속선박의 난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Keywords: Collision avoidance(충돌회피); Maneuverability(조종성능); Collision ratio(충돌비율); Slower ship’s dilemma(저속선박의 난제) 
 

1. 서론 
 
해상에서 충돌로 인한 선박의 손상은 선체구조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일뿐만 아니라 인명과 재산의 손실,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왔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충돌회피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You (2013)는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를 근거로 

대부분의 충돌사고가 운항과실에 기인하고 있으며, 운항자의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운항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충돌회피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안전영역(ship 
domain)이 Fujii and Tanaka (1971)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Miloh (1974)는 선박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는 미분게임을 
통해,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하였다. 또한 Iwasaki and Hara 
(1986)는 DCPA와 TCPA를 조합하여, 퍼지이론을 통해 
충돌위험도를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운항자의 침로 
제어습관을 고려한 퍼지제어가 Hasegawa and Kouzuki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1987)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Lee and Rhee (2001)는 
자선의 최적회피경로를 찾는데 A* 탐색법을 적용하였다. 
Ahn et al (2012)은 충돌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You et al (2011)은 Lee and Rhee (2001)의 
충돌회피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선의 조종성능과 자선과 
타선의 운항속도의 차이가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선이 충돌회피를 위한 
행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이 문제의 원인이 Perera et al 
(2011)가 정의한 critical collision condition과 Miloh and 
Sharma (1975)가 정의한 slower ship’s dilemma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critical collision condition은 
피항 의무를 갖는 타선이 적절한 회피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slower ship’s dilemma는 
critical collision condition에서 타선의 운항속도가 자선의 
운항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Perera et al (2011)은 critical collision condition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Miloh and Sharma (1975)는 
저속선박의 난제를 고려하여 회피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선의 조종성능, 자선과 타선의 운항속도, 
조우상황, 해상교통법, 제어 입력 등과 같은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자선의 운항 안전성을 높이며, 저속선박의 난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하는 방법으로써 충돌비율을 제안하였는데, 충돌비율은 
자선이 선택 가능한 전체 피항 침로 중에서 자선의 Evasive 
range 내부로 타선의 침범이 예상되는 침로의 비율로 
정의된다. 추론된 충돌비율이 갖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head-on, crossing (give-way) and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계산된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가 감소할수록 충돌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이 자선의 
조종성능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후에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몇 가지 조우상황에서 자선의 
충돌회피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였고, 계산된 충돌회피 궤적,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 상대거리의 시 계열 자료를 
분석하였다.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행동을 수행한 
결과,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하는데 충돌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를 고려할 수 있었다.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충돌비율을 이용함으로써 저속선박의 난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2. 운항 정보 및 조우상황의 판단 

 
운항자가 자선을 비롯한 타선의 운동학적 정보, 지형적인 

조건, 기상 상태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자선의 
운항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운항중인 선박에서는 AIS, ARPA, VHF장비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운항자는 운항정보를 획득하고 
나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경험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조우상황을 판단하게 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는 
자선과 타선의 조우상황을 Head-on, crossing, overtaking 
상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우상황에서 자선과 
타선의 지위, 행동공간을 규정하고 있다. 조우상황을 
분류하는 것은 자선과 타선의 행동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선의 운항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숙련된 
운항자의 경험이 조우상황 분류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조우상황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Koyama (1987)는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우상황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Lee and Rhee 
(2001)도 Koyama (1987)의 조우상황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전문가시스템 개발 도구인 CLIPS (C Language Integrated 
Production System)를 이용하여 조우상황을 분류하였다. 
최근 들어 Tam and Bucknall (2010)이 자선과 타선의 위치, 
선수각을 조합하여 조우상황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m and Bucknall (2010)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우상황을 분류하였다. 

 



3. 조종운동방정식 및 침로제어 
 

본 연구에서는 자선의 조종성능 차이가 충돌회피 시점 및 
충돌회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종성능의 
차이 이외의 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하나의 선박에 대한 조종운동방정식과 
유체력미계수를 기준으로 하되, 몇 가지 가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조종성능을 갖는 선박을 가정하였다. Fig.1에서는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되고 있는 
초호화유람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박의 조종운동방정식 및 
유체력미계수를 이용하였다. 주요제원은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모형 스케일은 1/28이다. Fig.2는 조종운동방정식의 
좌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바람과 조류 같은 환경 하중이 
자선의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바람과 
조류의 방향을 정의하고 있다. 

 

 
Fig. 1 Cruise ship (model)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cruise ship 

 PPL  
[m] 

B  
[m] 

T  
[m] 

BC  
[-] 

V  
[knots] 

Design 243.0 36.0 8.3 0.6906 23.5 
 
초호화유람선의 조종성능은 Abkowitz형 조종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고려되며, 모형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각 
유체력미계수를 산출하였다. 조종운동방정식은 식 (1), (2)와 
같다. 

 

 
Fig. 2 Coordinat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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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이용된 유체력미계수는 23.5knots에 해당하는 

Froude number에서 수행된 모형시험 결과로부터 얻어졌다. 
이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조건을 model 1이라고 하겠다. 
다른 조종성능을 갖는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model 1의 
유체력미계수는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수정되었다. 첫째, 
Gong et al (2012)의 방법을 이용하여 model 1의 POD각 
관련 유체력미계수만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Gong et al 
(2012)은 조종성능의 차이가 선박의 운항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rudder 관련 계수만을 
수정함으로써 선박의 조종성능을 다르게 만들었다. POD각 



관련 유체력미계수가 수정되어 계산된 조건을 model 2라고 
하겠다. 둘째, 극단적으로 직선안정성이 좋지 않은 선박을 
가정하기 위하여, 직진안정성 판별식에 이용된 
유체력미계수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선형 유체력미수가 
수정된 계산 조건을 model 3라고 하겠다. 여기서 
직진안정성 판별계수의 C값은 -0.08404에서 -0.88717로 
수정되었다. 추가적으로, 변침으로 인한 자선의 속도저하가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23.5knots에 해당하는 Froude number에서 수행된 모형시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유체력미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조건을 
model 4라고 하겠다. 

Table 2에서는 model 1, 2, 3 and 4의 Initial turning test 
(10°/10°), 35° turning test, 10°/10° zigzag test, 20°/20° 
zigzag test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를 
IMO standards와 비교하였다. Model 1의 결과와 IMO 
standards의 비교를 통해, 초호화유람선의 조종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Model 2는 모든 결과가 model 1에 
비해 커졌으며, Initial track reach와 10°/10° zigzag test의 
2nd overshoot angle이 IMO standards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Model 3는 Initial turning test와 35° turning test 
결과는 모두 작아졌다. 하지만 10°/10° zigzag test와 
20°/20° zigzag test 결과는 매우 커졌고, IMO standards를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Model 1과 model 4를 비교한 결과, 자선의 운항속도 
차이가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You 
et al (2010)은 Speed dependent coefficients의 차이가 
충돌회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증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자선의 변침에 따른 속도저하가 조종성능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였다. 
 
 
 
 
 
 

Table 2 Maneuvering simulation results of the four models and 
IMO maneuvering standard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IMO 

standards 
Speed 
[knots] 23.5 23.5 23.5 11.0 23.5 

Initial 
track 
reach 
[Lpp] 

1.29 2.62 1.16 1.29 2.5 

Advance 
[Lpp] 2.53 4.43 2.32 2.49 4.5 

Transfer 
[Lpp] 0.98 2.10 0.82 1.03 - 

Tactical 
diameter 
[Lpp] 

2.31 4.75 2.06 2.39 5.0 

1st 
overshoot 

angle 
(10/10 
zigzag) 

[°] 

9.52 13.71 40.98 6.8 15.05 

2nd 
overshoot 

angle 
(10/10 
zigzag) 

[°] 

14.68 35.14 35.07 13.2 30.05 

1st 
overshoot 

angle 
(20/20 
zigzag) 

[°] 

18.24 21.85 28.78 12.9 25.0 



Table 3은 풍 하중과 관련된 선박의 주요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수행된 
풍동시험 결과 얻어진 풍 하중 계수는 Fig.3와 같다. 본래 
풍동 시험은 0°에서부터 180°까지 10°간격으로 
수행되었지만, 선박이 좌〮우 대칭 하다고 가정하여 
0°에서부터 360°까지 확장하였다. 선박에 작용하는 풍 
하중을 고려하기 위하여 바람의 속도, 입사각, 선박의 속도, 
선수각을 이용하여 정의된 상대속도와 상대입사각은 식 
(3)과 같다. 상대속도, 풍 하중의 작용 면적, 풍하중 계수 
등을 이용하여 정의된 X, Y and N 방향의 힘과 모멘트는 식 
(4)와 같다. 풍 하중 계수는 Fig.3와 같이 바람의 상대 
입사각에 따라 결정된다. 

 
Table 3 Principal properties for wind force and moment 

 oaL  
[m ] 

sH  
[m ] 

sA  
[ 2m ] 

fA  
[ 2m ] 

Design 
condition 282.0 38.0 10,500 1,700 

 

 
Fig. 3 Wind coefficients of X, Y, and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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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하중이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Inoue and Ishibashi (1972)와 Hirano et al 
(1984)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바람의 
입사각에 따라 35° turning test의 선회 표류각과 선회 
표류거리를 비교함으로써, 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You (2013)의 연구에서도 바람의 크기와 입사각에 따른 35° 
turning test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얻어진 선회 표류각과 
선회 표류거리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선박에 작용하는 
풍 하중의 영향은 바람의 속도와 선박의 운항속도의 
비율(K)에 비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K가 1.02를 갖는 
Beaufort number 6를 기준으로 풍 하중이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Yoon and Rhee(2003)는 Hwang (1980)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종운동방정식에 조류하중을 고려하였다. You 
(2013)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류의 속도, 조류의 방향, 
자선의 속도, 선수각에 따른 상대속도를 식 (5)와 같이 
정의하였으며, 조류의 속도가 2.0m/s 이상일 경우, 
표류거리가 자선의 전술직경보다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우상황이 동일할 조건에서 환경하중이 
작용할 경우와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 차이만을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조류가 1.0m/s인 경우를 기준으로 조류 
하중이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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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침로제어를 위하여, Hasegawa and Kouzuki 

(1987)의 퍼지제어를 이용하였다. 퍼지제어는 heading 
error와 time derivative of heading error를 조합하여, 명령 



타각을 추론하는 제어 기법이다. Lee and Rhee(2001)는 
퍼지제어를 이용하여, 자선과 타선의 충돌회피 궤적을 
계산하였다. You (2013)는 충돌회피 시점의 
추론과정에서도 운항자의 습관을 고려하기 위하여 
퍼지제어를 이용하였다. 단, 환경하중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침로 제어를 위하여 GPS로부터 획득 가능한 
course over ground error와 time derivative of course over 
ground error로 입력변수를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정된 입력변수를 이용한 퍼지제어를 자선의 충돌회피 
시점의 추론과정과 자선과 타선의 충돌회피 궤적의 계산 
과정에 적용하였다. 

 
4. 충돌비율을 이용한 회피 시점의 추론 

 
본 연구에서는 자선의 조종성능을 비롯한 다양한 

인자가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으로써 충돌비율을 제안하였다. 
충돌비율은 자선이 현재 운항상태에서 타선과의 
조우상황을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전체 피항 침로 중에서 
자선의 Evasive range 내부로 타선의 침범이 예상되는 
침로의 비율이다. 여기서 Evasive range란 자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갖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자선의 조우상황과 피항 행동계획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전체 피항 
침로는 90개이며, 현재 자선의 침로(0°)에서부터 (+)89° 
또는 (-)89°까지 1°간격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피항 
침로를 따를 경우 Evasive range 내부로 타선이 
침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위치에서부터 자선이 
각각의 피항 침로를 따라 움직일 경우에 자선과 타선의 
상대 거리를 계산하여 이루어진다. 계산된 충돌비율은 
0.0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로 표현되며, 회피할 수 없는 
침로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1.0에 가까워진다 

 
 
 

 
Fig. 4 Inferring procedure of the collision ratio 
 

Fig.4는 충돌 비율의 추론 과정을 순서도로 보여주고 있다. 
모두 5개의 단계를 거쳐 충돌비율이 추론되는데, 각각의 
단계를 수식을 이용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선박에서 충돌비율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식 (6)과 같이 
자선과 타선의 운동학적 정보를 ARPA 또는 AIS를 통해 얻게 
된다. 단, 자선의 경우 POD deflection angle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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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과 타선의 운항 정보를 기반으로 자선과 타선의 

조우상황을 분류하며, 이에 따라 자선의 지위, 선택 가능한 
회피 공간과 피항 방법이 결정된다. 식 (7)과 같이 선택가능한 
전체 피항침로가 결정된다. 전체 피항 침로의 개수는 
90개이며, 행동공간의 방향에 따라 현재 자선의 침로에서부터 
(+)89° 또는 (-)89°까지 1°간격으로 구성된다. 자선은 항상 
본래의 경로를 향해 전진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최대 피항 침로가 90° 보다 작게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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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항 침로 중에서 하나의 피항 침로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된 피항 침로를 따를 때 두 선박의 상대위치를 
계산함으로써 자선의 Evasive range 내부로 타선이 
침범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 획득한 운항정보를 



기준으로, 임의의 시간이 지난 후 식 (8)과 같이 두 선박의 
운항정보를 추정한다. 타선은 속도와 선수각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타선의 속도에 시간차이(△t)를 
곱하여 타선의 위치를 추정한다. 자선은 명렴침로를 
따라가기 위한 제어입력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종운동방정식을 계산함으로써, 자선의 위치를 추정한다. 
추정된 자선과 타선의 예상 위치를 이용하여,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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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명령침로를 따를 때,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는 

식 (9)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계산된 최소 
상대거리를 이용하여, 충돌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2 2ˆ ˆ ˆ ˆ ˆ( ) ( )t o t oD x x y y= - + -                              (9) 
 

충돌비율은 식 (10)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는 하나의 
명령침로를 따를 때, 자선과 타선의 최소 상대거리를 
의미하는데, 명령침로가 0°에서부터 (+)89° 또는 
(-)89°까지, 식 (9)를 반복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충돌비율을 추론할 수 있다. 식 (10)의 1.0 ppL´ , 
2.4 ppL´ , 3.6 ppL´ 는 자선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Eavesive range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자선의 지위에 따른 
회피 시점을 차이와 충돌이 예정된 상황을 분리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충돌비율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하나의 선박은 길이( ppL )를 지름으로 하는 원형물체라고 
가정하였다. 이 때, 최소 상대거리가 1.0 ppL´ 보다 
작으면, 선택된 피항 침로를 따를 때 두 선박이 충돌하게 
됨을 의미한다. 2.4 ppL´ 는 자선이 진로 유지선인 경우에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리키며, 3.6 ppL´ 는 
자선이 피항의무선인 경우에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2.4와 3.6은 Lee and Rhee (2001)의 

충돌위험도 추론에 이용된 DCPA 소속함수의 중간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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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비율을 이용한 경우 회피 기준 및 충돌에 대한 

판단은 Table 4와 같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충돌비율은 세 개의 Evasive range를 기준으로 타선의 
침범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세 개의 Evasive range는 자선의 지위에 
따른 운항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보통의 
조우상황에서는 1.0 ppL´ , 2.4 ppL´ , 3.6 ppL´ 이내로 
타선이 침범하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증가하되 1.0 ppL´  
이내로 침범하는 경우의 수가 가장 먼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속도와 진행 방향을 유지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최소 상대거리가 3.6 ppL´ 이내일 
경우에는 자선의 안전을 위해 충돌회피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즉, 자선이 피항 의무선인 경우, 타선의 최소 
상대거리가 2.4 ppL´ 보다 크더라도 3.6 ppL´ 를 침범할 
경우 자선의 피항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선이 진로 유지선인 경우, 타선의 최소 상대 거리가 
1.0 ppL´ 보다 크더라도, 2.4 ppL´ 를 침범할 경우 자선의 
안전을 위한 피항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Table 4의 
충돌회피 기준의 위와 같은 조건에서도 회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Table 4 Criteria of the collision ratio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피항의무선 진로유지선 충돌 예정  
or 충돌 

Collision 
ratio 0.33 0.66 1.0 

 
 



대표적으로 Head-on 상황에서 1.0 ppL´ , 2.4 ppL´ , 
3.6 ppL´  이내로 침범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한 
것이 Fig.5와 같다. Evasive range가 3.6 ppL´ 인 경우를 
침범하는 경우의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1.0 ppL´  
인 경우를 가장 늦은 시점에 증가하게 된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1.0이 되면, 이것은 두 선박이 
충돌했거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Evasive range를 침범하는 경우의 수는 두 선박이 
가까워짐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5 Time hisories of the number of invasion for (1.0L, 2.4L 
and 3.6L) at head-on situation 
 

Fig.5의 결과에서처럼 기울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선박의 동적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Fig.6은 model 
1의 조종성능을 갖는 자선이 침로를 10°에서부터 90°까지 
10° 간격으로 명령한 후 자선의 궤적을 표시한 것이다. 
선박의 느린 동적 특성 때문에 침로 변경을 시작한 후부터 
명령침로를 따르기 까지 일정한 시간과 거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선박이 일단 가까워지면, 
충돌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Fig. 6 Trajectories of own ship according to command 
avoidance path 
 

5. 충돌회피 알고리즘의 구성 및 계산 
결과 

 
본 연구는 Lee and Rhee (2001)의 충돌회피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안된 충돌비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Lee and Rhee (2001)과 같이 최적 경로 탐색을 위하여 A* 
탐색법을 이용하였다. 단, 탐색을 위한 Layer thickness를 
다르게 결정하였다. Lee and Rhee (2001)의 경우 한 층의 
두께를 500m로 정했고, Son et al (2009)는 충돌위험도에 
따라 2L~3L 사이의 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운항속도가 빠를 경우, 더 멀리까지 탐색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선이 1분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Layer thickness로 결정하였다. Canada의 항해장비 
규정에 따르면, 선박에 탑재되는 ARPA는 최소 1분에 
95% 신뢰수준으로 타선의 운동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선의 운항속도가 23.5knots이므로 대략 
725m로 결정되었다. 비용함수는 Lee and Rhee (2001)의 
연구와 같이 충돌위험도의 시간적분값을 이용하였다. 이 
비용함수를 동일하게 이용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추론되는 
충돌위험도를 최적 회피경로 추론에 이용할 수 있으며, 



빠른 회피 경로 탐색이 가능했다.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할 경우 

조우상황의 차이, 자선과 타선의 속도비율의 차이, 
조종성능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추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5와 같은 조우상황을 설계하였다. 
Table 5는 Fig.7에서 설계된 조우상황에 대하여 타선의 
속도에 따른 시작위치를 가리킨다. 자선의 속도는 항상 
23.5knots로 운항하는 상황을 가정했으며, (-5000, 0)에서 
시작하여 (5000, 0)을 향해서 직선으로 이동한다. 타선의 
시작위치는 자선과 타선이 침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두 
선박의 무게중심이 (0, 0)에서 교차하도록 결정되었다.  
Table 5에서 자선과 타선의 속도가 동일한 조건은 
조우상황에 따른 충돌비율의 추론 특성을 분석하고, 자선 
조종성능의 차이가 충돌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조건이다. 또한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타선의 속도가 23.5, 35.25, 47.0knots로 
빨라지면서 시작위치가 바뀌는 조건은 Miloh and Sharma 
(1975)가 정의했던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우상황에서 충돌비율의 추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조건이다. 
 

 
Fig. 7 Designed situation of two ships 
 
 
 
 

Table 5 Initial calculation position of the target ship 
Encounter 
situation 23.5knots 35.25knots 47.0knots 

Head-on (5000, 0) - - 
Crossing 

(give-way) (0, 5000) - - 

Crossing 
(stand-on) 

(0, 
-5000) (0, -7500) (0, 

-10000) 
 

먼저 Fig.8은 조우상황에 따른 충돌비율의 추론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계산된 충돌비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선박이 uncontrollable한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자선의 조종성능에 관한 조건은 model 1이다. 실선은 
Head-on 상황을, 사각형 점선은 Crossing (give-way) 
상황을, 원형 실선은 Crossing (stand-on) 상황을 
가리킨다. 앞선 두 개의 조우상황은 자선이 
피항의무선이므로 회피 기준이 0.33이며, 마지막 
조우상황은 자선이 진로유지선이므로 회피 기준이 
0.66이다. Crossing 상황에서의 충돌비율이 Head-on 
상황의 충돌비율에 비하여 초기값도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시점이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에 도달하는 시점도 더 빠르다. 이것은 crossing 
상황이 head-on 상황에 비하여 더 위험하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8 Time hisories of the collision ratio at head-on, crossing 
(give-way) and crossing (stand-on) situation for model 1 
 



Fig.9, Fig.10, Fig.11은 자선과 타선의 속도가 동일한 
Head-on 상황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판단했을 때,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와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9와 Fig.10을 보면, Model 1은 261 sec에서, Model 
2의 경우 245 sec, Model 3는 271 sec에서 충돌회피 
행동을 시작했다. 35° turning test 와 관련된 항목의 
크기가 가장 큰 model 2는 회피 시점이 가장 빠르며, 해당 
항목의 크기가 가장 작은 model 3는 회피 시점이 가장 
늦게 나타나고 있다.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시점을 
판단할 경우, 자선의 조종성능을 기준으로 회피 시점을 
추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ig.9에서 보는 
것처럼, 충돌위험이 사라진 이후에 복귀하는 것 또한 
조종성능이 나쁜 model 2의 경우 쉽게 복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됨을 
생각할 수 있다. 
Fig.11을 보면, 최소 상대거리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최소 상대거리가 4.0L 정도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충돌비율이 Evasive range에 대한 침범 
여부를 선택 가능한 피항침로를 따라갔을 때의 최소 
상대거리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돌회피 
시점을 추론했기 때문이다. 만약 최소 상대거리를 더 크게 
유지하고 싶다면, 기준이 되는 Evasive range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더 크게 유지할 수 있다. 
 
 

 
Fig. 9 Trajectories of ships at head-on situation 
 

 
Fig. 10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at head-on situation 
 

 
Fig. 11 Time histories of relative distance at head-on situation 
 

Fig.12, Fig.13 Fig.14는 자선과 타선의 속도가 동일한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판단했을 때,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와 자선과 타선의 
상대거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Head-on 상황과 
마찬가지로, 회피 순서는 동일하다. Model 1은 225 sec에서, 



Model 2의 경우 210 sec, Model 3는 240 sec에서 충돌회피 
행동을 시작했다. 단, Head-on 상황에 비해 회피 시점이 
전반적으로 빨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crossing 
(give-way) 상황이 head-on 상황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임을 가리킨다. Fig.14를 보면, 최소 상대거리가 
Head-on 상황가 큰 차이가 없이, 4.0L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돌비율을 이용할 경우, 자선의 지위가 피항 
의무선인 경우에 최소 상대거리를 비슷하게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 Trajectories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Fig. 13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Fig. 14 Time histories of relative distance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Fig.15, Fig.16, Fig.17은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판단했을 때,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른 충돌회피 궤적, 충돌위험도의 시 계열 
자료와 자선과 타선의 상대 거리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선이 피항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따라서 Crossing (stand-on)에서 자선은 
진로유지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선은 자선의 안전을 위하여 
피항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타선의 선수횡단을 
금지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의거하여 우현선회를 
수행한 후, 속도 감소를 통해 타선의 선미를 횡단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Crossing (stand-on)에서 속도 감소의 
목표값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예인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운항하는 최소 속도가 대략 
6knots 부근이다. 자선 운항속도(23.5knots)를 기준으로 
대략 20% (4.7knots)일 때를 자선의 최소 속도라고 
가정하면, 운항속도의 60% (14.1knots)가 운항속도와 최소 
속도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다. 

Fig.15를 보면, Model 1은 271 sec에서, Model 2의 경우 
250 sec, Model 3는 272 sec에서 충돌회피 행동을 시작했다. 
충돌회피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게 계산된 이유는, 자선의 
회피 기준값이 0.66이기 때문에, 타선이 피항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자선의 운항안전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Fig.16에서 충돌회피 행동을 
시작한 이후 충돌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Crossing 
(stand-on) 경우는 자선의 침로변경 이후에도 타선의 



진행경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선이 
속도 감소를 수행한 이후에, 타선의 선미를 횡단하기 전까지 
충돌 위험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Fig.17을 
보면, 최소상대거리가 대략 2.0L~3.0L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선이 진로유지선일 경우 자선과 타선의 최소 
상대거리가 2.4L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5 Trajectories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Fig. 16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Fig. 17 Time histories of relative distance at crossing 
(stand-on) situation 

환경하중이 자선의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했을 
때, 자선의 회피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Head-on 상황과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Beaufort number 6의 바람과 1.0m/s의 조류가 
일정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자선의 충돌회피 시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18과 
Fig.19는 Head-on 상황에서 풍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조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또한 Fig.20과 
Fig.21은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풍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조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자선과 
타선의 운항속도는 23.5knots로 동일하며, 자선은 (-5000, 
0)에서부터 (5000, 0)으로 이동한다. 각 환경하중의 
입사각은 Fig.2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30° 간격으로 
계산하였다. 모든 결과에서 실선은 환경하중이 없는 경우에 
자선의 회피 시점을, 사각형 표시된 1점 쇄선은 환경 하중의 
작용하는 경우의 회피 시점을 나타낸다.  

Head-on 상황에서는 선수방향으로부터 작용하는 
환경하중에 대하여, 자선의 충돌회피 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환경하중이 자선과 타선의 
조우시간을 늦추는 방향에서 작용하거나 자선이 변침을 
시작한 이후 타선이 진행경로에서 자선을 이탈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자선의 운항안전성 측면에서 
여유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도 Head-on 상황과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타선과 자선이 조우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하중이 동일한 입사각일지라도 더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선의 선미방향으로부터 작용하는 
환경하중에 대하여, 타선의 진행 경로방향으로 자선을 
이동시키려는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선의 운항 안전성 
측면에서 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 하중이 작용할 경우 환경하중이 없을 경우보다 
충돌회피 시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Fig.18, 19, 20, 21을 보면, 회피 시점에 관한 결과가 좌우 
대칭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 원인은 90°방향에서 
풍 하중과 조류하중에 따라 선회 표류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Fig. 18 Polar chart of tim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under wind (B.N.6) at head-on situation 
 

 
Fig. 19 Polar chart of tim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under current (1.0m/s) at head-on situation 
 

 
Fig. 20 Polar chart of tim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under wind (B.N.6)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Fig. 21 Polar chart of time for starting th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under wind (B.N.6) at crossing (give-way) situation 
 

 마지막으로,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경우의 
충돌회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22와 Fig.23은 
Model 1의 조종성능을 갖는 자선이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 판단을 했을 
때, 충돌회피 궤적과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Fig.24와 Fig.25은 Model 2의 조종성능을 갖는 자선이 
Crossing (stand-on) 상황에서 충돌비율을 이용하여 



충돌회피 시점 판단을 했을 때, 충돌회피 궤적과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속 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자선의 
충돌회피 시점은 Table 6과 같다. 

충돌비율의 시 계열 자료를 보면, Model 1과 2의 
조종성능의 차이에 따라 충돌회피 시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충돌비율을 이용했을 경우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자선의 조종성능에 따라 자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피 시점을 조기에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타선의 속도가 47.0knots의 경우에 회피시점이 
35.25knots인 경우보다 느리게 추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타선의 속도가 자선의 속도에 비해 빠를수록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논문의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자선 
속도의 1.5배 되는 타선이 2.0배 되는 타선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선이 변침을 하게 되면, 추진력의 
감소 없이도 자선 속도가 저하된다. 만약 타선의 속도가 
자선의 속도에 비해 과도하게 빠를 경우에는 자선의 낮아진 
속도와 변침으로 확보한 여유거리 만으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22 Trajectories for slower ship’s dilemma (model 1) 
 

 
Fig. 23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for slower ship’s dilemma 
(model 1) 
 

 
Fig. 24 Trajectories for slower ship’s dilemma (model 2) 
 

 
Fig. 25 Time histories of collision ratio for slower ship’s dilemma 
(model 2) 
 
 
 
 
 
 



Table 6 Comparison of time for starting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according to own ship’s maneuverability under 
slower ship’s dilemma 

Target ship Model 1 Model 2 
23.5knots 271 sec 250 sec 
35.25knots 219 sec 202 sec 
47.0knots 233 sec 212 sec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선의 조종성능 및 환경하중이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충돌회피 시점 
추론법으로써 충돌비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충돌비율을 
이용한 충돌비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호화유람선의 조종운동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퍼지제어, 
A* 탐색법 등으로 구성된 충돌회피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충돌비율을 이용한 충돌회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충돌회피 시점을 
결정할 수 있었다. 충돌비율을 이용할 경우, 자선의 
조종운동방정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선의 동적 특성을 
반영하여 충돌회피 시점이 추론된다. 따라서 선박에 따라 
매번 인터뷰를 통해 소속함수를 구성하는 과정 없이 보다 
쉽게 이용될 수 있다. 자선과 타선의 거리, DCPA와 TCPA와 
같은 제한된 인자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과 타선의 
위치, 속도, 선수각,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조종성능, 
환경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환경 하중이 자선의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환경하중의 입사각에 따라 자선의 충돌회피 
시점이 다르게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환경하중이 작용하더라도 Head-on 상황에 비해 Crossing 
(give-way) 상황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저속선박의 난제에 해당하는 조건의 충돌회피 계산 
결과, 자선의 조종성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선의 속도가 자선의 속도에 비해 빠를수록 저속 
선박의 난제가 더 위험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본 
연구의 계산 조건에서 자선의 속도보다 1.5배 빠른 타선이 
2.0배 빠른 타선보다 더 위험하게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타선이 자선보다 지나치게 빠를 경우, 자선의 
변침 과정에서 발생한 속도저하가 자선의 운항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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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상체 활주선의 정수 중 유체역학적 
성능에 대한 이론적 접근

김동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기표(서울대학교), 김선영(한국해양과학기술원)

Theoretical approach on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warped planing hulls in calm water

Dong Jin Kim(KIOST), Key Pyo Rhee(SNU), Sun Young Kim(KIOST) 

Abstract

In general, most of planing vessels have warped(non-prismatic) hull form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oretical 
estimation methods for the prediction of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warped planing hulls. New calculation method 
is proposed for the hydrodynamic forces on planing vessels with arbitrary hull forms in this study. The bottom of a 3D 
prismatic body is divided into several longitudinal strips, and analytic 2D flat plate pressure formulas are distributed on 
each longitudinal strip. Additional considerations are given to the transverse pressure distribution. Estimated bottom 
pressure are similar to the  model test results for prismatic bodies in other papers.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warped planing hulls, and calculation results also show good agreement with other previous model test results.

Keywords : Prismatic planing hull(주상체 활주선), Warped planing hull(비주상체 활주선), Analytic 2D pressure distribution formula(2차원 
압력분포 해석해), Hydrodynamic forces(동유체력), Center of pressure(압력중심)

1. 서 론
정수 중에서 활주선이 고속으로 항주하는 경우 중량의 상당 

부분을 동유체력으로 지지하게 되고, 일반 배수량형 선박에 비해 
선체의 자세 변화가 크다. 따라서 활주선의 항주 성능을 이론적
으로 예측하려면 항주 자세 변화를 고려하고 선체에 가해지는 동
유체력을 정도 높게 추정하여야 한다.

Savitsky(1964, 1976)는 주상체 활주선(prismatic plaing hull)
에 대한 많은 계열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수 중 유체 성능을 
추정하는 경험식을 제안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활주선의 초기 설
계 시 성능 추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건조되는 
활주선은 대부분 각 횡단면의 폭과 선저경사각이 일정하지 않은 
비주상체 활주선(warped planing hull)이다. 특히 선저경사각 변
화가 심한 선수부가 물에 잠겨 있을 경우 Savitsky의 추정식으로
는 실제 활주선의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

주상체 활주선이 항주 중에 받는 유체력을 정도 높게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실험 등으로 활주선 선저 모든 부위의 압력 분포를 구하는 것
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활주선형을 설계할 때마다 압력 계측 
실험을 수행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2차원 평판의 압력 분포에 대한 해석해를 
3차원 활주선 선저에 분포시켜서 비교적 단순한 계산으로 동유
체력을 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평판 및 V형-선저 주
상체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고 선행 연구에서의 모형시험 결과
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비주상체로 확장하여 역시 다른 
연구의 시험 사례와 비교하였다.

2. 이론적 배경
Pierson and Leshnover(1948)는 포텐셜 이론과 등각사상법을 

이용하여 활주하는 2차원 평판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의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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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식 (1)과 같이 도출하였다. Fig. 1은 해석해로 평판의 트림각 
별 무차원 길이에 대해 구한 압력계수 분포를 도시화한 것이다. 

Fig. 1 Pressure distribution on 2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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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는 압력, 는 유체의 밀도, 는 평판의 진행 
방향 활주 속력, 는 트림각이다. 그리고 는 무차원화 된 길이 
방향 위치로 –1에서 1까지 변화하는 값이다. -1은 평판의 가장 
뒤쪽 끝에, 1은 가장 앞쪽 스프레이 발생 위치에 각각 대응된다.

한편 Korvin-Kroukovsky and Chabrow(1948), Smilely(1951)
의 연구에서 다양한 계열 시험 등을 통해 3차원 주상체의 폭 방
향 압력 변화를 식 (2)와 같은 경험식으로 제안하였다. Fig. 2는 
3차원 평판의 폭방향 압력 하강 예이다.

식 (2)에서 는 센터라인에서의 압력, 은 0부터 π/2까지 
변하는 매개변수, 는 센터라인부터의 폭방향 위치이다.

Fig. 2 Transverse pressure drop on 3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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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저 압력 분포 추정 과정
 본 연구에서는 정수 중 활주선의 연직면 운동만을 고려하기

로 가정하며, 이 경우 침수된 선저는 좌우 대칭 형상을 갖는다. 
우선 항주 시 침수된 선저면에 길이방향의 스트립을 배열하고 각 
스트립에 식 (1)의 2차원 평판 압력 분포 해석해를 분포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수부 스프레이 시작점 부근의 정체점
(stagnation point)과 선미부의 압력강하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식 (2)와 같은 폭방향 압력 강하를 적용하여 차인 
부근에서 압력이 실제와 같이 0, 즉 대기압으로 수렴하도록 한
다. 도시화하면 Fig. 3과 같다.

Fig. 3 Bottom pressure distribution of a planing hull
Fig. 3에서 는 각 길이방향 스트립의 길이이다. 스트립의 

폭은 로 동일하게 배열하였다.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한 계
산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스트립을 길이방향으로   
간격으로 불연속하게 나누고 각각의 미소면적 중심점의 압력은 
식 (1)에서 적절한 를 대입하여 얻는다. 미소면적 ·

의 압력계수 
는 식 (3)과 같다. 그리고 폭방향 압력강하를 

고려하여 각 미소면적의 압력을 전체 면적으로 적분하면 식 (4)
와 같이 활주선이 받는 전체 양력 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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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한 결과, 식 (4)를 통해 추정한 양력은 
실제 주상체가 받는 양력보다 상당히 큰 값이다. Kapryan and 
Boyd(1955)의 선저 압력 계측시험에 의하면 실제로 활주선과 같
이 폭에 비해 길이가 큰, 즉 종횡비(aspect ratio)가 작은 물체의 
경우 앞쪽 정체점 부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압력은 해석해인 식 
(1)보다 상당히 작은 값으로 분포한다. 추정 양력이 실제 양력보
다 큰 이유는 이와 같은 식 (1)의 한계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 
양력이 이전의 Shuford(1957)의 주상체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되는 ‘equivalent trim angle’ 를 Fig. 4와 같은 iteration 방법으



Cv
[-]



[-]
τ
[°]

= Lift / (1/2ρB²U²)

Present
Kapryan&Boyd

(1955)
Savitsky
(1964)

12.11 4.90 4 0.088 0.100 0.093

12.20 5.11 6 0.158 0.180 0.159
12.20 4.97 9 0.278 0.311 0.257
7.72 2.41 12 0.268 0.286 0.236

로 도출하고, 최종 양력을 계산하였다.

Fig. 4 Iteration procedure for equivalent trim angle

4. 주상체 활주선에 대한 검증

Fig. 5 Longitudinal pressure distribution of prismatic body

Fig. 6 Transverse pressure distribution of prismatic body
 저자의 최근 연구인 Kim et al.(2013)에 의하면 3장에서 제안한 
방법과 같이 평판과 주상체의 선저 압력 분포를 추정할 경우, 동
일한 조건에서 압력을 계측한 이전 Kapryan and Boyd(1955)의 
모형시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그 중 주상체의 길이방향 및 폭
방향 압력 분포 결과 한 예를 도시하면 Fig. 5, Fig. 6과 같다. 
주상체의 폭( )은 0.1m, 선저경사각()은 20°, 폭 Froude 수
(   , 는 예인속도, 는 중력가속도)는 12.2, 
트림각()은 6도, 폭으로 무차원화 된 평균침수길이(=(keel 
침수길이 + chine 침수길이)/2 )는 5.11인 경우이다.
 그리고 같은 주상체를 네 가지 예인 조건에 대해 전체 양력 및 
길이방향 압력중심 위치를 구하면 Table 1, Table 2와 같다. 
Kapryan and Boyd(1955) 모형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Savitksy(1964)의 추정식과도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Lift coefficient of prismatic body (B=0.1m,=20°)



Cv
[-]



[-]
τ
[°]

Center of pressure / Beam

Present
Kapryan&Boyd

(1955)
Savitsky
(1964)

12.11 4.90 4 3.52 3.15 3.53
12.20 5.11 6 3.61 3.37 3.67
12.20 4.97 9 3.50 3.30 3.58
7.72 2.41 12 1.69 1.68 1.76

No. 

[deg]  


Savitsky
- Exp.

Savtisky
- Cal.

Present 
Cal.

1 1.99 2.25 1.00 0.020 0.028 0.029
2 1.96 4.50 0.97 0.022 0.026 0.026
3 1.90 7.11 0.96 0.021 0.024 0.025
4 1.98 2.22 2.01 0.044 0.052 0.052
5 1.95 4.48 1.97 0.036 0.038 0.039
6 1.89 7.09 1.96 0.033 0.035 0.035
7 1.98 2.24 3.04 0.076 0.086 0.087
8 1.96 4.47 2.95 0.048 0.051 0.051
9 1.92 7.09 2.99 0.042 0.044 0.045
10 1.98 3.15 4.01 0.085 0.089 0.091
11 1.98 4.48 3.96 0.063 0.065 0.067
12 1.97 7.07 3.98 0.051 0.053 0.054
13 3.98 2.25 0.50 0.039 0.036 0.037
14 3.93 4.49 0.44 0.035 0.034 0.033
15 3.83 2.26 0.47 0.032 0.031 0.034
16 3.97 2.25 1.50 0.083 0.078 0.076
17 3.90 4.47 1.50 0.071 0.063 0.064
18 3.77 7.11 1.50 0.065 0.060 0.060

Table 2. Center of pressure of prismatic body 
(B=0.1m,=20°)

5. 비주상체 활주선으로의 확장
Savitsky(2012)는 Fig. 7과 같은 형태의 비주상체에 대해 다양

한 예인 조건으로 구속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양력, 종방향 모멘
트 등의 계측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주상체의 폭은 0.229m로 일
정하고, 선저경사각은 트랜섬에서 10도이며, 길이방향으로 
0.229m 마다 3도씩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형상이다. 트림각이 0
도일 경우 keel이 수면과 이루는 트림각은 0도이지만, 선저경사
각의 증가로 인해 chine이 수면과 이루는 트림각은 1.7도이다.

Fig. 7 Warped planing hull model
잘 알려진 바와 같이 Savitsky(1964)는 선저 모든 부분의 선저

경사각([°])과 트림각([°])이 일정한 주상체가 받는 양력과 압
력중심 추정식을 식 (5), (6)과 같이 제안하였다. 는 폭으로 무
차원화 된 평균침수길이,  는 폭 Froude 수, 는 트랜섬부터 
종방향 압력중심까지의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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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avitsky(2012)는 반복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상체에만 적용 

가능한 식 (5), (6)을 비주상체로 확장하였다. 비주상체의 경우 
양력 추정식은 식 (7)과 같이 수정된다. 한편, 압력중심에 대한 
식 (6)은 폭 Froude 수와 평균 침수길이만의 함수이므로, 비주상
체인 경우에도 압력중심은 큰 변화가 없다.

    


  
  








  (7)

식 (7)에서  , 는 각각 대표선저경사각, 대표트림각이며 
식 (8), (9)와 같다. 예를 들어 Fig. 7과 같은 비주상체의 가 
3.0인 경우, 는 19°, 는 0.85°이다.

     × (8)
       (9)

활주선 선저 압력의 대부분은 선수부 정체점 근처에 몰려 있
으며, 정체점은 선체 길이방향으로 keel 침수가 시작되는 위치부
터 chine 침수가 시작되는 위치 사이, 즉 평균침수길이의 전후 
부근에 분포한다. 결국 Savitsky(2012)가 제안한 식 (7)~(9)의 
의미는 비주상체 활주선을, 정체점 근처의 대표트림각과 대표선
저경사각을 갖는 주상체 활주선으로 근사하는 것이다.

3장에서 제안한 방법을 비주상체로 확장하기로 한다. 단, Fig. 
4의 ‘equivalent trim angle’을 도출하는 과정에 식 (7)을 이용하
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한 양력계수와 폭으로 무차원화 한 
압력중심 위치를 Savitsky(2012)의 실험 및 추정 결과와 비교하
면 각각 Table 3, 4와 같다.

Table 3. Lift coefficient of warped planing hull



19 3.96 3.15 2.95 0.130 0.130 0.123
20 3.97 2.23 1.95 0.105 0.098 0.098
21 3.95 3.14 1.97 0.093 0.084 0.084
22 3.91 4.47 1.97 0.084 0.076 0.076
23 3.96 2.27 2.95 0.171 0.160 0.159
24 3.96 3.15 2.96 0.130 0.123 0.123
25 3.97 3.18 3.96 0.182 0.174 0.174
26 5.96 2.26 1.00 0.084 0.085 0.085
27 5.92 3.18 1.01 0.089 0.082 0.081
28 5.85 4.47 1.00 0.087 0.080 0.078
29 5.95 2.27 1.98 0.155 0.150 0.150
30 5.92 3.18 2.00 0.142 0.140 0.129

No. 

[deg]  


Savitsky
- Exp.

Savtisky
- Cal.

Present 
Cal.

1 1.99 2.25 1.00 - 0.670 0.908
2 1.96 4.50 0.97 - 0.718 0.889
3 1.90 7.11 0.96 0.768 0.710 0.889
4 1.98 2.22 2.01 1.266 1.367 1.646
5 1.95 4.48 1.97 1.379 1.399 1.622
6 1.89 7.09 1.96 1.411 1.431 1.622
7 1.98 2.24 3.04 1.581 1.672 2.412
8 1.96 4.47 2.95 1.947 2.006 2.356
9 1.92 7.09 2.99 2.033 2.123 2.391
10 1.98 3.15 4.01 2.125 2.286 3.143
11 1.98 4.48 3.96 2.376 2.495 3.112
12 1.97 7.07 3.98 2.547 2.746 3.132
13 3.98 2.25 0.50 0.500 - 0.452
14 3.93 4.49 0.44 0.440 - 0.415
15 3.83 2.26 0.47 0.423 - 0.438
16 3.97 2.25 1.50 1.080 1.020 1.171
17 3.90 4.47 1.50 1.185 1.095 1.176
18 3.77 7.11 1.50 1.155 1.110 1.181
19 3.96 3.15 2.95 1.741 1.829 2.246
20 3.97 2.23 1.95 1.307 1.248 1.502
21 3.95 3.14 1.97 1.418 1.359 1.521
22 3.91 4.47 1.97 1.478 1.418 1.525
23 3.96 2.27 2.95 1.682 1.682 2.236
24 3.96 3.15 2.96 1.865 1.865 2.253
25 3.97 3.18 3.96 2.178 2.257 2.985
26 5.96 2.26 1.00 0.740 0.720 0.769
27 5.92 3.18 1.01 0.788 0.747 0.778
28 5.85 4.47 1.00 0.780 0.740 0.772
29 5.95 2.27 1.98 1.287 1.267 1.483
30 5.92 3.18 2.00 1.420 1.380 1.504

Table 4. Center of pressure/Beam of warped planing hull

제안한 방법으로 추정된 양력과 압력중심 위치를 
Savitsky(2012)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래프로 다시 나타내
면 Fig. 8, Fig. 9와 같다.

Fig. 8 Comparison of calculated lift coefficient of warped 
planing hull with Savitsky(2012)’s test data

Fig. 9 Comparison of calculated center of pressure of 
warped planing hull with Savitsky(2012)’s test data

Fig. 8에 의하면 양력 추정값은 Savitsky의 모형시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Fig. 9에서 압력중심의 추정값은 침수길이가 작
을 경우 Savitsky 모형시험 결과와 비슷하나, 침수길이가 길어지
는 경우 모형시험 결과보다 약간 더 선수쪽에 위치한다. 압력중
심을 실제보다 더 선수쪽에 있다고 추정한다면, 만약 항주자세를 
계산하는 경우 항주 트림각을 실제보다 더 크게 추정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압력 중심을 실제와 더 근접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안한 방법에 대한 추가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임의의 형상을 갖는 비주상체 활주선의 선저 

압력 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계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2차원 평판 압력 분포 해석해를 3차원 활주선의 선저에 길이방
향으로 배열하고 폭방향 압력 하강을 고려하면, 비교적 간단한 
계산으로 실제와 유사한 선저 압력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을 V형 선저를 갖는 주상체에 우선 적용하고 이전



의 선저 압력 및 양력 계측 시험 결과들과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선수부의 정체점 분포 및 선미부 압력 강하 등을 실
험값과 상당히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chine이 침수되는 횡
단면과 침수되지 않는 횡단면에서 폭방향 압력 분포의 차이를 역
시 잘 예측하였다. 각 부분의 압력을 전체 침수면적에 대해 적분
하여 양력 및 압력 중심을 구한 결과 역시 이전의 모형시험 결과 
등과 잘 일치한다.

주상체로 반복 검증을 수행한 후, 제안한 방법을 비주상체에 
적용하였다. Savitsky(2012)의 다양한 비주상체 계열시험 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 양력과 압력중심 위치 값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
였다. 단, 폭으로 무차원화된 평균 침수길이가 3.0 이상으로 큰 
경우 압력중심 위치를 다소 크게 추정하고 있다. 추후에 압력중
심 위치에 대하여 추가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하며, 정수 중의 활
주선 항주자세 계산 등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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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이용한 활주형선의 항주자세 및 저항특성 연구
정재형(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김동준(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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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lanning hull Running Attitude and Resistance Using CFD
Jae-hyeong Jeong, Dong-jun Kim, Hyeong-jo Gong

요 약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laning hull's resistance, the Planing state in Running Attitude prediction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wave resistance and viscous resistance on hull are reduced by planing state in accordance with  dynamic 
force. The Planing hull is running state,  motion characteristics of a planing hull are sensitively changed according to its lift and 
longitudinal center of force. and A running attitude  caused by draft and trim change is to be influenced by lift and center of 
force.

in this paper, in order to predict the planing attitude about resistance performance,
design parameter and Objective function are used for optimization using Ansys 14.5 CFX VOF.
change the trim and draft to make design point. and calculate the resistance for these points to obtain  the response surface. 

The optimization technique GDO(Goal Driven Optimization) provided by Ansys 14.5 is applied to estimate the planning hull 
resistance and planning position.

Keywords : Planing hull(활주선), Ansys CFX, Running attitude(활주자세), resistance(저항), optimization(최적화)

1. 서 론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선형 설계는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속도의 기하학적 발전에 비례하여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CFD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선형 평
가가 가능하면서도 모형시험에 비해 선형 설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형 화물선 분야  
뿐만 아니라 활주형선(Planing hull)과 같은 소형 선박의 설계에
도 많은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대형선박에 대한 CFD 해석은 이미 그 체계가 정립되어 실제 
선형 설계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전체 배수량의 50~90%
를 유체 동역학적인 힘에 의해 선체가 부상하는 활주형선의 경우 
선속에 따라 달라지는 항주자세의 예측이 어려워 CFD를 이용한 
저항추정이 쉽지 않다.

한편 활주형선은 일정한 선속 이상에서 유체 동역학적인 힘에 
의해 활주상태가 되어  선체에 작용하는 조파저항과 점성저항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활주형선의 저항추정에는 정확한 항주자

세의 예측이 요구되어진다.
활주형선이 활주상태가 되면 힘과 모멘트의 평형이 이루어지

게 되고 그때의 흘수와 트림으로 인한 항주자세는 수직방향의 양
력과 힘의 중심 위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저항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주자세를 
예측하기 위해 Ansys V.14.5 CFX의 VOF기법을 이용하여 선미 
트림각도 및 흘수를 설계변수로, 선체 표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 
힘과 힘의 중심을 목적함수로 사용하여 최적화 과정을 이용하였
다. 

그리고 최적화를 통해 얻은 CFD 계산 결과를 Clement 등의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활주형선의 선형 설계를 위한 
CFX 점성 유동해석 계산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에 대한 유용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CFD의 유효성 검증
2.1 CFX 점성 유동해석 방법

자유수면을 포함한 고속 활주형선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해 CFX 프로그램에서는 난류 유동유동의 지배바정식인 연속방정
식과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을 사용
하였다.



 
 



 



   






                   (1)

유효응력은 Boussinesq의 등방성 와점성 모형(Isotropic eddy 
viscosity model)을 사용하여 (2)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에서 k는 난류의 운동에너지이고 는 난류 와점성
(Turbulent eddy viscosity) 에 유체의 운동학적 점성계수 를 
합한 유효점성계수(Effective viscosity)로 (3)식과 같이 쓸 수 있
다.

   
                                          (3)

자유표면을 구성하기 위해 VOF(Volume of Fluid) 기법을 적용
하였다. VOF방법은 용적함수  (Volume fraction)를 시간에 따
라 추적하여 경계면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질량이 계산과정에
서 정확히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
고 있다.(Lee, et al., 2010)

난류모형은 SST(Shear Stress Turbulence)를 사용하였다.
(Bi, et al., 2011, Lee, et al., 2012)

2.2 대상선박 선정 및 제원
Model 선박은 1962년에 Clement, Donald Blount 등에 의해 

설계되었고 모형실험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Series 62 model 
4667-1 모델을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형선의 정면선도와 주요 제원은 Fig. 1 및 Table 1과 같다.

Fig. 1 Body Plan of Series 62 model 4667-1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series 62 model 4667-1
Parameter Series 62 4667-1 Model

Lp(m) 2.438 2.437
B(m) 0.59618 0.59665

Draft(m) 0.107 0.107
Ap(M2) 1.1891 1.18458

Centroid AP, %Lp 
forward of transom 48.8% 48.48%

Deg 0.5 0.5
LCG Fwd of 

sta10(m) 0.997
LCG Aft of Centroid 

of Ap,%Lp 8%
Model Weight(kg) 69.853   

2.3 모델링 및 격자계 생성
3차원 전산설계프로그램인 Rhinoceros 4.0를 이용하여 Offset 

Data를 입력 한 다음 커브로 각 점을 연결해서 3차원 선도
(Lines)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선도는 순정을 통해서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곡면의 곡률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도록 수정
하였다. fig. 2는 완성된 3차원 모델을 보이고 있다.

Fig. 2 Hull form of Series 62 model 4667-1
한편 CFX 수치계산을 위한 선체표면 및 공간격자는 Ansys에

서 제공하는 Mechanical Mesh를 사용하여 Hybrid finite volume 
unstructured mesh(tetrahedral/prism)로 구성하였다.

자유표면의 경계면 형태가 좀 더 연속적이고 곡률을 좀 더 부
드럽게 하기 위해 자유표면 근처에 Prism Mesh를 fine하게 표현
하였다. 한편 선체 근처에는 계산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Inflated 
prisms element를 사용 하였으며 이때 Inflated layer의 수는 5이
다. 그리고 는 그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50을 설정하였다. 
(Kim, et al., 2009) 나머지 유동장에 대해서는 tetrahedral mesh
를 사용하여 격자계를 구성하였다.

아래 Table 2에서는 해석영역과 경계조건에 대한 계산조건을 
나타내었다.
Table 2 Computational conditions

Boundary 
condition

Inlet region: velocity   u=Vx*
k and epsilon

Outlet region: opening pressure = P*
Zero Gradient

Top opening pressure = 0[Pa]
Bottom opening pressure = P

Hull no slip wall



2.4 해석영역과 경계조건 유효성 검증
본 연구에서 트림과 흘수를 설계 변수로 지정해서 연구를 진

행하였고 수치해석을 하기 위해 기본 좌표계는 Fig. 3과 같이 선
체길이 방향을 축, 연직 상 방향을 축, 그리고 폭 방향을 
축으로 하는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였다.

Fig. 3 Domain & Coordinate system

적절한 해석영역(Domain condition)과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속도 4.87Knot를 기준으로 
길이에 따른 변화 값 추정을 하였다. 그리고 Table 3에서 길이에 
따른 전체저항()과 선체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Force_y)을 
정리하였다.

Table 3 The length of Domain condition variation
3L 3.5L 4.5L 5.0L

Rt Lift Rt Lift Rt Lift Rt Lift
1.0L 수치 56.99 633.99 55.84 628.77 56.84 631.56

오차 -7.69 -7.45 -9.56 -8.21 -7.94 -7.80
1.5L 수치 59.41 685.21 60.3 689.47 59.81 689.73

오차 -3.78 0.03 -2.34 0.65 -3.12 0.69
2.0L 수치 63.82 673.08 63.61 670.98 63.25 673.35 63.99 677.12

오차 3.373 -1.74 3.02 -2.05 2.44 -1.70 3.64 -1.15
2.5L 수치 58.47 641.71 58.65 647.12 58.4 644.38

오차 -5.31 -6.32 -5.01 -5.53 -5.41 -5.93

3.0L 수치 59.99 680.94 59.47
9 682.70

오차 -2.83 -0.59 -3.66 -0.34

실험결과를 토대로 Domain의 경계조건은 유입경계는 FP로부
터 1.5Lpp, 외부경계는 현측으로부터 1Lpp 떨어져 있으며, 유출
경계는 AP로부터 3.5Lpp 떨어진 위치로 하였다.

2.5 실험값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형실험에서 계측된 흘수, 트림 변화를 

반영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모형실험 자료는 1999년 미국 
Florid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Dr. Zborowski가 작성한 
“The Eureka Project" 를 통해 Clement, Blount 등이 실험한 모
형실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Zborowski, et al., 1999)

Fig. 4는 Series 62 4667-1 모델의 Test 12 자료이다.

Fig. 4 Series 62 4667-1 resistance
여기서 1 = 4.448 으로 변환, 속도별로 정리를 하여 

Table 4 에 나타내었다.

Table 4 Test result of model 4667-1
No. Vx(Knot) Rt(lb) Rt(N) Trim Draft
1 4.87 13.89 61.78 2.41 -0.06767
2 5.86 15.62 69.48 2.91 -0.076
3 6.84 17.12 76.15 3.15 -0.08246
4 7.82 18.95 84.29 3.65 -0.09399
5 8.81 20.43 90.87 4.1 -0.10331
6 9.8 21.22 94.38 4.2 -0.11084
7 10.78 21.88 97.32 4.1 -0.11663

본 연구에서는 활주형선의 계획속력 4.87Knot( ), 
6.84Knot( )에 해당하는 저항 및 항주자세를 추정하기 
위해 실험 자료에서 제시하는 흘수 및 트림을 적용, Ansys CFX
를 이용한 수치해석의 결과로 얻어진 전체저항(), 선체 위 방
향으로 작용하는 힘(Force_y), 그리고 힘의 중심 위치(Center of 
force_z)를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2.5.1 자유수면 결과 및 확인
CFX VOF기법을 적용한 비선형 유동계산 결과로 얻어진 파계

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파계는 선수파 경사가 선형 해석을 
통해 얻어진 선측파형의 선수파 경사보다 급하게 나타나고 선수
부에서 시작되는 발산파의 각도를 작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
으로 보인다. 

Fig. 5은 CFX VOF기법을 적용한 비선형 유동계산 결과로 얻
어진 파계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Wave patterns by CFX VOF method
2.5.2 압력분포



선체표면의 압력분포는 Fig.7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자유
표면을 고려한 점성유동 계산이 선수 트림으로 인해 선수부 아래 
부분에서 선수파가 지나는 부분의 압력 증가 즉, 유속의 정체구
간의 압력이 증가했고 선수 어깨부의 압력 영역이 더 넓게 퍼져 
있다. 선미부 또한 선수부와 마찬가지로 압력이 감소하여 압력변
화를 통한 선저에 흐르는 유체속도가 증가한다. 일부 압력은 양
력으로 변해 위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나고 이로 인해 트림 및 흘
수가 변한다.

Fig. 7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Series 62 4667-1
2.5.2 저항 값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자유표면을 고려하는 활주형 선박에 대한 유동
계산을 수행하였으므로 전체저항을 고려하였고, 수직방향 힘의 
합이 0이고 위로 작용하는 힘의 중심이 무게중심과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체 무게중심을 3차원 좌표축 원점으로 지정하였
고 선체에 작용하는 힘은 선체 표면 각 요소를 적분하여 구했다.

Table 5, 6은  수치해석의 결과로 얻어진 전체저항, 선체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힘의 중심위치를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이다.

Table 5 4.87Knot of experiment result and comparison
내용 실험값 Ansys CFX

예상값 차이
Trim 2.41 2.41 -
Draft -0.06767 -0.06767 -
Rt 61.78 60.298 -2.336%

Force_z 685 689.467 0.652%
Center of 
force_Z 0 0.0667 -

Table 6 6.84Knot of experiment result and comparison
내용 실험값 Ansys CFX

예상값 차이
Trim 3.15 3.15 -
Draft -0.08246 -0.08246 -
Rt 76.15 71.7622 -5.762%

Force_z 685 710.218 3.681%
Center of 
force_Z 0 0.0712 -

3. 최적화 방법을 이용한 활주자세 예측
최근 CFD를 이용한 선체주위의 유동해석 및 선체에 미치는 

저항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CFD의 발전은 최
적설계기법과 이어져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적설계의 세 가지 핵심기술은 형상표현 및 변형기술, 유동
해석기술 그리고 최적화 기술이다. CFD를 이용한 최적설계과정
을 일반화 시키면 Fig. 8과 같다.(Lee, et al., 2011)

Fig. 8 Generalized structure of the optimization loop
본 연구에서는 활주형선의 항주자세 및 저항추정을 최적화 문

제로 변형 시켜 최적화과정에서 Goal Driven Optimization의 실
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응답표
면(response surface)을 생성하고 응답표면에서 최적화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최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실험값과 계산 값의 항주자세 및 저항 값을 비교하
여 CFD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3.1 활주자세 예측 방법
Fig. 9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적화의 간략도이다.

Fig. 9 Optimization research process
Rhino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Geometry에 입력을 하게 되면 해

석영역을 설정 할 수 있다. 그리고 Mesh 및 경계조건을 설정하
고 해석을 진행한다. 그 후 Optimization 에서 실험계획법과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응답표면을 생성하고 응답표면에서 최적화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설정한 설계변수 값은 실험값을 근거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으나 초기의 값이 없는 경우에는 공학적 지식
이나 경험 등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합리적인 값을 초기에 설
정해야 한다.

3.2 설계변수 및 자세변화
본 연구에서는 활주형선의 자세추정을 위해 최적화 과정에서 



선체의 선미 트림각도 및 흘수 총 2개의 매개변수를 설계변수로 
사용, 4.87Knot( ), 6.84Knot( )의 선속에 대
한 조건에서 최적화 과정을 구하였다. 상세한 수치는 Table 7, 8
과 같다.

Table 7 Design varables (Trim) of planing hull's position
Ansys CFX

Speed(Knot_)/Fn Trim
10%Parameters

4.87/1.25 -2.169≤-2.41≤-2.651
6.84/1.75 2.835≤3.15≤3.465

Table 8 Design varables (Draft) of planing hull's position
Ansys CFX

Speed(Knot_)/Fn Draft
10%Parameters

4.87/1.25 -0.060903≤-0.06767≤-0.074437
6.84/1.75 -0.01287≤3.15≤-0.01053

3.3 목적함수
본 연구에서 활주형선의 자세를 추정하기 위해 선체 표면에 

작용하는 수직방향 힘의 합이 0이 되고 무게중심과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합력 중심이 수직선상에 일치되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
에 만족해야 활주자세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구하기 위해 선체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힘의 중심을 목적함수로 사용하였다.

3.4 응답표면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반복과정을 거치는 최적화 알고

리즘에서 CFD 해석의 소요시간과 비용은 그 적용의 제한이 된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을 통
해 응답표면을 생성하고 응답표면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다.

활주자세를 추정하기 위한 설계변수는 총 2가지(Trim, Draft)
이다. 각 변수를 실험계획법에 의한 조합 9개에 대해 선체 위 방
향으로 작용하는 힘, 힘의 중심을 계산하였다.

Fig. 10, 11 은 속도 4.87Knot 활주형선의 활주자세를 추정하
는 9개의 샘플과 계산결과를 보여준다.

Fig. 10 Parameter sets of planing position(4.87Knot)

Fig. 11 Parameter sets of planing position(6.84Knot)
응답표면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Fig. 30의 각 목

적함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4개의 설계변수(Trim, Draft)를 독립
변수로 하여 2차 다항함수로 표현된다. 

for                               (4)
 for                    (5)  

  Fig. 12와 Fig. 13는 속도가 6.81 Knot의 경우에 위 방향으
로 작용하는 힘과 힘의 중심을 활주 자세 트림, 흘수의 함수로 
표현했을 때의 모양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응답표면을 만들게 되
면 Fig. 10, 11에서 각 샘플(sample)을 CFD를 통해 계산한 목적
함수의 값과 응답표면에서의 목적함수 값이 약간의 오차를 가지
게 된다.

Fig. 12 Response surface models for the center of force_z



Fig. 13 Response models for the force_z
3.5 활주자세 및 저항추정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최적화 기법인 MOGA(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역해 근처의 해를 찾았다.

활주자세를 찾기 위한 최적화 과정 중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힘의 중심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기 위해 Fig. 과 같이 
우선 초기 해석 값을 근거로 설계변수 (Trim & Draft)를 이용하여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9개의 Design point를 추정하고 그 자료
를 근거로 응답표면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응답표면에서 다목적 
함수인 MOGA를 이용하여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선체 무게
와 같고, 힘의 중심과 무게 중심이 수직선상에 일치되는 지점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반복 계산을 통해 찾고자 하는 목적함
수의 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해석의 정도와 비례하게 해
석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단점도 있었다. 

선속 4.87Knot, 6.84Knot의 선속에서 활주형선의 최적화를 
진행하였으며, 진행된 최적화 값을 실험값과 비교하여 CFD의 유
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4.87Knot와  6.84Knot의 선속에서의 트림 및 흘
수를 조절하면서 자세를 변화시켜 해석을 진행하였다. Table. 9
는 최적화를 완료한 상태에서의 4.87Knot, 6.84Knot에 대한 결
과 값을 정리한 내용이다. 최적화를 진행 한 결과 실험값과 계산 
값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Table 9 Comparison of result by CFD and model tank test
Vx

Knot Fn 종류 Force_
Z(N)

Center 
of 

Force_
Z(m)

Rt(N) Trim Draft(m)

4.87 1.25 실헙값 685 0 61.78 2.41 -0.06767
CFX 683.47 -0.0667 58.65 2.31 -0.06828

6.84 1.75 실험값 685 0 76.15 3.15 -0.08246
CFX 682.64 -0.07 73.92 2.87 -0.08163

4. 결 론
일반적으로 활주형선의 활주 자세나 저항을 추정하는 경우 모

형실험 및 선박계산법을 통해 추정해 왔는데 최근에 컴퓨터 전산
능력이 향상되고 CFD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CFD를 이용하여 활주형선의 활주자세 및 저항을 
추정하였다. 활주자세의 추정은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활주형선
을 최적화 문제로 변형 시켰다.

1. 해석영역과 경계조건의 유효성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 적
합한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정립하였다.

 
2. 최적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목적함수에 

근접하는 결과 값을 찾을 수 있었다.

3 본 연구에서는 모형실험에 제시된 결과에 따라 Series 62 
4667-1의 4.87Knot, 6.84Knot의 선속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고 그 결과를 모형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해석영역과 경계조건의 유효성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정립하였다.

추후 고속영역에 대한 계산과 함께 해석의 수렴도와 정확도를 
위해 해석영역과 경계조건에서 더욱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조건
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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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분 다중스케일법을 이용한 원형 FPSO 주위 유동 해석
이은택(울산대학교), 안형택(울산대학교)

VARIATION MULTISCALE SIMULATION OF FLOW AROUND CIRCULAR FPSO
Euntaek Lee,  Hyung Taek Ahn

요 약

Variational multiscale method(VMS) is a new framework of stabilized finite element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the 
various regimes of fluid flow problems, namely laminar or turbulent flows, without any a prior knowledge of flow field.  
It is also based on the scale separation, for fully resolved and unresolved sub-grid scales which is being used in 
large-eddy simulation of turbulent flows.  In this paper the VMS technique is applied to the free-surface flows.  In 
order to simulate two phase flow of air-water mixture, the governing equation is expressed in dimensional form, and 
the VMS formulation is presented for the air-water mixture.  Fully-filled and half-filled water tank is calculated under 
hydrostatic condition in order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current formulation.  Dam-break problem with an obstacle is 
to be tested for the validity of the current approach.  

Keywords : 전산유체역학(CFD), 비정상유동(Unsteady Flow), 변분다중스케일법(Variational Multi-scale Method),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일반화 알파법(Generalized Alpha Method)

1. 서 론
비압축성 점성유동해석을 위한 Navier-Stokes방정식의 해법

을 위하여 유한요소법에 기반한 연구자들은 1980년도 초부터 지
속적으로 계산방법의 진보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그중 주요한 
방법론은 SUPG(Streamline-Upwind Petrov-Galerkin)방법으로 
Hughes[1] 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에 의하여 발표된 방법론들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SUPG 정식화에 포함되는 안정화항
의 이론적인 근원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대
표적인 방법이 Hughes등[2]에 의하여 발표된 변분 다중스케일
법(variational multiscale method)이다.  이는 안정화 항의 물리
적인 근원이 주어인 격자로 표현해 낼 수 없는 아격자(Sub-grid) 
사이즈의 작은 난류 소용돌이의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방
법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
론은 실재 지배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주어진 격자상 에서 해석
이 가능한 coarse-scale 해와 그렇지 못한 fine-scale 해로 나눈 
다는 의미에서 변분다중스케일법이라고 부른다[2].

변분다중스케일법은 비압축성 난류유동해석에 적용되어 그 타
당성을 입증한 바 있는데[3,4], 이는 주로 정렬격자 형태의 

NURBS 요소를 사용하고 단상의 단일유체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
한 결과 이다.  

본 논문에서는 변분 다중스케일법을 비정렬격자를 이용하고 
다상유체, 즉 물과 공기로 구성되는 자유표면문제에 적용해 보고
자 한다.    

지배방정식에 가중함수를 곱하고, 이에 대한 변분형식
(variational formulation)을 유도한 후, 유한요소 이산화를 적용하
면 주어진 격자상에서 연성된 비선형 방정식을 얻게 된다.  이러
한 비선형 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여 비정상해를 구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비정상문제에 사용되는 
시간적분방법중 Chung과 Hulbert[5]에 의하여 발표된 일반화 알
파법을 사용한다.  이방법은 고주파수(high frequency) 영역에 
대한 해석에  2차수준(2nd order)의 정확도를 가지는 해를 얻기 
위해 고안되었다. 비압축성 Navier-Stokes방정식에 일반화 알파
법을 적용한 식은 Jansen et al.에 의해 제안되었다.[6]

본 논문에서는 변분다중스케일법과 일반화 알파법을 사용해 
비정렬 격자상에서 유체의 정수압 회복 문제와 같은 자유표면문
제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석하여 본 해석방법의 타당성
을 확보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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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식화 및 수치방법
2.1 변분다중스케일 정식화

비압축성 점성유동을 기술하는 Navier-Stokes방정식은 아래
와 같이 표현된다.  




·∇∇·           (1)

∇·         (2)

위 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test function을 곱하고 부분적분
(Integration by parts) 경계조건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약형식
(weak formulation)을 유도할 수 있다.




·


·∇




  




·


∇·

        (3)

위 약형식을 유한요소법으로 근사화 하기 위해, 변분다중스케
일(Variational Multi-scale) formulation을 적용한다. 이는 실제 
지배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주어진 격자 상에서 해석이 가능한 
coarse-scale 해()와 그렇지 못한 fine-scale 해( ′)로 나누
고, 이러한 fine-scale 해를 변분원리에 기초하여 초기 지배방정
식의 잔류량(Residual)의 가중치로 나타내는 formulation이다.

식(1)과 식(2)에 변분다중스케일 formulation을 적용하면 아래
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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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는 아래의 식 (5)-(8)을 이용해 속도, 압력, test 
function, trial function을 공간에 대해 차분해 얻었다.

  

         (5)

 

         (6)

  



         (7)
  


         (8)

식 (7)과 식 (8)에 의해 test function을 속도와 압력에 대해 
각각 분리하였다. 이를 식 (4)에 적용해 운동량방정식
(momentum equation)에 대한 식()과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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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래의 식 (13)-(14)의 ,,는 nodal 자유도를 나타내는
데, 각각은 속도, 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 압력을 상징한다. 그
리고 식 (11)-(12)는 아래와 같이 ,,를 변수로 가지는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13)


          (14)

2.2일반화 알파법 정식화
일반화 알파법은 nodal 값 ,,을 이용해 새로운 nodal 

값 ,,의 값을 찾아낸다. 여기에서 식 (17)과 식 
(18)은 nodal 속도와 속도의 미분의 중간값(intermediate value)
을 나타낸다.





          (15)





          (16)



where


 


        (17)


         (18)

nodal 속도의 자유도와 그 속도의 관계는 식 (19)와 같이 근
사할 수 있다.

          (19)

해가 unconditional stable하고 2차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는 해
를 얻기 위해서는 식 (20)-(22)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20)

 ≥ ≥ 

        (21)

  


∞

∞
 and  ∞

        (22)

비선형인 식 (15)-(19)의 해를 구하기 위해 뉴튼-랩슨법
(Newton-Raphson method)을 적용하였다. 






         (23)


         (24)


         (25)

각 시간간격 의 첫 번째 반복계산을 위하여서는 위 식 
(23)-(25)와 같은 초기화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간값을 아래 
식 (26)-(28)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 (29)-(30)과 같은 
비선형 방정식의 선형화를 수행한다. 




 




        (26)



  
         (27)


 

        (28)

∂

∂ 





∂

∂ 



 

  (29)

∂

∂ 





∂

∂ 



 

  (30)

위 선형화된 방정식을 해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 식 
(31)-(33)과 같이 해의 증분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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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매 시간간격 마다 위와 같은 비선형 반복계산은 식 (15)-(16)
이 주어진 허용오차(tolerance) 내에서 수렴할 때 까지 반복 계산 
한다.

3. 결과
3.1 Fully-filled water tank under hydrostatic condition 

변분다중스케일법(VMS)을 이용해 유체의 정수압을 회복하는
지 해석을 하였다. 해석영역은 크기가 ×  인 2D 정사
각형 형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속도에 대한 경계조건은 slip 
조건을 설정하였고, 압력에 대한 경계조건은 상단의 압력을 0으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Volume Fraction은 해석영역 전체에 대해 
물(1.0)로 설정하였다.

격자는 3가지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경우의 
node 개수와 element 개수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자세한 격
자의 형상의 아래의 그림과 같다.

No. of Nodes No. of Elements
Coarse 13 24
Medium 1208 2414

Fine 10614 21226

Table. 1 Level of grid

Fig. 1 Coarse scale grid

Fig. 2 Medium scale grid



Fig. 3 Fine scale grid
아래의 Fig.4-7은 각 격자에서 해석을 수행한 후 압력에 대한 

contour를 그린 것이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물이 깊어질수
록 압력 값이 증가하고, 그 최댓값이 박스형상 바닥의 정수압을 
공식(  )을 통해 계산한 값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 4 Course scale

Fig. 5 Medium scale

Fig. 6 Fine scale

3.2 Half-filled water tank under hydrostatic condition
변분다중스케일법(VMS)을 이용해 유체의 정수압을 회복하는

지 해석을 하였다. 해석영역은 크기가 ×  인 2D 정사
각형 형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속도에 대한 경계조건은 slip 
조건을 설정하였고, 압력에 대한 경계조건은 상단의 압력을 0으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Volume Fraction은 해석영역의 절반

(≤ )에 대해서는 물(1.0)로 설정하고 나머지 절반(  )
에 대해서는 공기(0.0)로 설정하였다.

격자는 3가지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경우의 
node 개수와 element 개수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자세한 격
자의 형상의 아래의 그림과 같다. 

No. of Nodes No. of Elements
Coarse 37 72
Medium 459 916

Fine 6843 13684

Table 2 Level of grid

Fig. 7 Course scale grid

Fig. 8 Medium scale

Fig. 9 Fine scale
아래의 Fig.10-12는 각 격자에서 해석을 수행한 후 압력에 대

한 contour를 그린 것이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물이 깊어
질수록 압력 값이 증가하고, 그 최댓값이 박스형상 바닥의 정수
압을 공식(  )을 통해 계산한 값과 일치함을 볼 수 있
다.



Fig. 10 Course scale

Fig. 11 Medium scale

Fig. 12 Fine scal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변분다중스케일법과 일반화 알파법을 사용해 

비정렬격자상에서 유체의 정수압 회복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석을 통해 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향후 변분다중스케일법을 다상유동 해석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댐붕괴 문제와 같이 시간에 따라 진행하
는 자유표면의 변화 문제를 해석하여, 향후 복잡한 형상의 부유
물 주위의 자유표면 문제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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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riser system에서의 slugging 발생 억제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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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paper focuses on the severe slugging mitigation of multiphase flow in pipeline-riser systems. The general aspect of 
severe slugging is considered for operating the pipeline-riser systems because severe slugging reduces the production rate 
and generates the safety issue. To mitigate the severe slugging, we propose valve opening control, gas-lift in riser base and 
the riser base shape optimizing method.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severe slugging can be controlled through OLGA 
simulation using three slugging mitigation methods. 
 
Keywords: Flow assurance, slug, slugging, pipeline, riser,  gas-lift, slugging control, slugging mitigation 
 

1. 서 론 
 
Slug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상유동(Multi-phase flow)의 경우 기상과 액상의 서로 
다른 밀도와 점성의 차이로 발생되는 hydro-dynamic slug와 
riser base에서 유체가 퇴적되었다가 한번에 순간적으로 큰 
압력으로 topside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terrain slug가 있다. 
이렇게 발생되는 slug는 정상적인 생산을 어렵게 해서 총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특히 riser base에서 발생되는 terrain 
slug의 경우 erosion velocity 이상의 빠른 속도로 topside로 
이동하기 때문에 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한번에 많은 
양의 유체가 topside로 이동하여 carry-over로 인한 장비 
손상을 유발한다. 이런 slug 통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우선 flowline과 riser의 사이즈에 
맞는 생산량 조절 방법, 해저 separator를 이용하여 기/액체 
분리를 통한 slug 통제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riser 
base의 slop 결정을 통한 slug 통제, choke valve의 opening 
조절을 통한 방법, 생산된 gas를 riser base 부분에 
재투입하는 gas-lift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가상광구를 
통하여 이론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2. Severe slug 통합 통제 방법론  
2.1 Riser base slope에 따른 slug 현상 분석 

 

Flowline과 riser 연결 부분에 해당하는 riser base의 
slope은 slug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서의 
slope은 주로 terrain slug의 형태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riser 
base는 상대적으로 수평관인 flowline과 수직관인 riser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정수압에 의해 liquid가 쌓이는 영역이고 
terrain slug의 원인이 된다. Fig1에서와 같이 가상광구를 
선정하여서 riser base의 slope이 slug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Fig. 1 Field 모델 및 riser base의 경사각에 따른 case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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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은 약 300 m이며, well에서부터 platform까지의 

거리는 약 4.3 km이다. Mass flow rate은 12.5 kg/s로 
하였으며, well head temperature는 62 ℃, topside arrival 
조건은 27 ℃, 50 bara이다. Fig1에서와 같이 riser base의 
경사를 5가지 case로 나눠서 음의 경사, 양의 경사에 
대해서 slug 발생 영향을 확인하였다. 

 

 
Fig. 2 Riser base case에 따른 압력 변동 결과 

 

 

Fig. 3 Riser base case에 따른 slug 발생 횟수와 지속 시간 
 

 

Fig. 4 Riser base case에 따른 slug length 
 

 

Fig. 5 Riser base case에 따른 liquid surge volume 
 
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riser 

base의 경사가 음일 경우 slug 발생횟수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slug의 길이가 길고 또한 liquid surge volume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경사가 양으로 갈수록 slug 길이가 
짧은 slug가 자주 발생하였고 대신 liquid surge volume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Valve opening 조절을 통한 slug 통제 

 
Fig 6에서와 같은 slug 유발 환경에 대해서 valve opening 

조절이 slug 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Valve는 case에 따라 100 ~ 7% 
open하였고 그에 따라서 slug의 주기와 크기 변경에 따라서 
통제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6 Field 구성 정보 
 



 

Fig. 7 Riser 끝단에서의 압력 비교 (Case 1 & 2) 
 

 

Fig. 8 Riser 끝단에서의 압력 비교 (Case 1 & 3) 
 

 

Fig. 9 Riser 끝단에서의 압력 비교 (Case 1 & 4) 
 

 

Fig. 10 Riser 끝단에서의 압력 비교 (Case 1 & 5) 
 
 

 

Fig. 11 Riser 끝단에서의 누적 Liquid 양 (choke valve opening 
통제법) 

 

Table 1 Valve Opening에 따른 누적 liquid volume 양 비교 
 Valve opening (%) Accumulated liquid volume 

(m3) 
Case.1 100 197 
Case.2 70 195 
Case.3 30 193 
Case.4 10 187 
Case.5 7 182 
Case.6 5 165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valve를 닫을수록 

slug의 주기도 짧아지고 크기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slug 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slug 통제를 
위해서 valve를 닫을수록 Fig 11에서 같이 누적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광구의 조건과 생산 조건에 따른 
최적의 값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3 Gas-lift를 통한 slug 통제 

 
2.1절에서와 같이 riser base의 slope을 설치환경 등의 

이유로 양의 값을 할 수 없어서 slug를 유발하는 경우 
reservoir에서 생성된 가스를 riser base에 재주입하여 slug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하겠다. 이 방법은 riser base에 직접 
gas를 주입하여 riser base에 퇴적되어 있는 유체를 
topside로 직접 밀어줘서 terrain slug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검증을 위해서 2.2절에서 사용하였던 환경 
조건(Fig6)에서 gas의 양을 0, 0.7, 1 kg/s 로 하여 주입되는 
gas의 양에 따른 slug 통제를 확인하였다. 

 

 

Fig. 12 Riser 끝단에서의 압력 비교 (Gas-Lift: 0.3 kg/s) 
 



 

Fig. 13 Riser 끝단에서의 압력 비교 (Gas-Lift: 0.7 kg/s) 
 

 

Fig. 14 Riser 끝단에서의 압력 비교 (Gas-Lift: 1.0 kg/s) 
 

 

Fig. 15 Riser 끝단에서의 누적 Liquid 양 
 
Gas의 주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대적으로 slug의 

주기는 짧아지고 압력 변동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gas-lift를 이용하여 slug 통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Fig9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gas양을 증가시켜 slug를 
통제할수록 단위시간당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Gas의 주입하는 것은 OPEX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설계시 field 조성,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 값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2 Gas injection rate에 따른 누적 liquid 양 비교 
 Gas-injection rate 

(kg/s) 
Accumulated liquid volume 

(m3) 
Case.1 0.1 221 
Case.2 0.3 276 
Case.3 0.5 298 
Case.4 0.7 357 
Case.5 1.0 371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저생산플랜트 pipeline에서 발생되는 

severe slug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였고 choke valve opening 
조절을 통한 slug통제, gas-lift를 이용한 slug 통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slug 통제를 위한 통합 방법론을 
가상광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실제 공사 자료를 
통해서 해당 이론을 검증할 예정이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에서 여전히 취약한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국내 
중업사들이 subsea 분야 사업 진출에 도움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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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 프로펠러는 캐비테이션 발생 제어를 위하여 선체반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선박프로펠러 추진효율 향상을 위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체반류 중 프로펠러 추진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화 설계기법 검증을 위하여 4종의 프
로펠러를 설계하여 대형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축대칭 몰수체 반류 중 프로펠러 추진성능(PBW) 시험과 예인수조 프로펠러 단독성
능(POW)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추진효율 최적화설계 기법을 적용한 4종 프로펠러 설계에 사용된 반류는 각각 공칭반류, 
VTA(Vortex Tube Actuator) 모델을 이용한 유효반류, 계측된 총 유속 기반 유효반류이다.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모형선을 설
치한 상태의 프로펠러 추진성능 모형시험을 통하여 유효반류를 적용한 프로펠러 경우에 상대적으로 추진효율의 향상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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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운항상태에서의 연비개선을 위한 상부구조물 형상 연구 
이지선, 김희택, 홍춘범, 최상규, 이용철(삼성중공업) 

 
Study on optimization of superstructures to reduce the fuel 

consumption in actual sea-state  
Jisun Lee, Heetaek Kim, Chunbeom Hong, Sangkyu Choi, Yongchul Lee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요 약 
 

친 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선형 및 추진기 개발 그리고 연료절감 장치 등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erodynamic 관점에서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tanker선, 
container선 그리고 LNG선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Tanker선과 LNG선의 경우, 상부구조물의 형상 및 배치 최적화 등에 초
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Container선의 경우에는 선수부 정면에 적재되는 container box에 작용하는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가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각 선박에 대한 상부구조물 최적화 및 부가물 개발 등을 통해 실 운항 상태
에서 약 1.5%의 연료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Keywords : Air resistance(공기저항), 상부구조물(Superstructure), 공기역학(Aerodynamics), 실 운항상태(Actual sea-state), 
전산유체역학(CFD) 
 
  

1. 서 론 
 
최근 친 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선형 및 추진기 개발 그리고 연료절감 장치 
등에 대해 많은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연료절감 
장치(SAVER Fin, Rudder bulb, Rudder bulb fin, 
Pre/Post-swirl stator, Duct 등)들은 hydrodynamic 관점에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었다. 한편, 바람에 의한 저항이 전체 
저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는 판단아래 그 동안 공기 
역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비하였다. 하지만, 실제 선박은 
해상의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wind에 
의한 저항도 해상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Fig. 1은 한 
운항사의 실 해역 운항시의 해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lm 
sea에서 운항하는 비율은 없으며, Beaufort(BF)3에서 
BF6까지 운항하는 비율이 전체 운항 비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F가 
증가할수록 풍속 증가에 의해 전체저항에서 공기저항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풍속에 의한 저항 성능 평가는 실 운항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FD를 활용하여 공기 역학적 관점에서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tanker선, container선 그리고 
LNG선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Tanker선과 LNG선의 
경우, 상부구조물의 형상 및 배치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Container선의 경우에는 container 
box에 작용하는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가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Fig. 1 Probability of environmental condition in practical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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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Increase of wind resistance according to BF scale for 
various ships type 
 

2. 연구 내용 
 
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상부구조물 최적화 및 부가물 개발

은 실선 적용을 위해 Fig. 3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
였다.  

 

 
Fig. 3 Main process of the present study 

 
2.1 좌표계 및 지배방정식  

수치계산을 위한 기본 좌표계는 선체 길이 방향을 x축, 
연직 상방향을 z축, 그리고 폭방향을 y축으로 하는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였으며, 좌표계의 원점은 선체 
중심면(center plane)과 중앙면(midship) 그리고 
흘수(draft)가 만나는 점에 잡았다. 각도는 선수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을 +로 
정하였으며  Fig. 4에 좌표계를 도시하였다.  
 

 
Fig.4 Coordinate system   
2.2 난류모델 

난류 모델은 수렴성이나 수치 비용 관점에서 매우 유리한 
Realizable k-ε 모델을 사용하였다. 
 
2.3 수치 격자계 및 경계조건  
일반적으로 격자 type은 크게 정렬 격자와 비정렬 격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정렬격자의 경우, 선체와 같이 단순한 
형상에 대해 적용이 적합하나, 거주구 및 funnel 등과 같이 
다양한 부재 등이 존재하는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또한, 복잡한 형상 주위를 
정렬격자로 생성하게 되면 일관된 topology를 제공하기 
어려워 수치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체 주위는 정렬로 격자를 구성하되, 형상이 
복잡한 거주구 및 funnel 주위는 비정렬 격자로 구성하였다. 
한편, 비정렬 격자로 인한 수치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렬 격자 간격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동일한 사이즈의 격자가 블록을 감싸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y+는 약 60~100 정도 범위를 유지하였다. Fig. 5는 
tanker선에 대한 상부구조물 주위의 격자 모습을 예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blockage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ranke J(2004), Blocken B.(2003), Hall  
R.C.(1997) 등에 의해 제안된 공간 영역 크기를 고려하여 
공간 격자계를 구성하였다. 위의 논문들에 언급된 공간 영역 
크기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Fig. 5 Grid of superstructure of tanker ship  
Table 1 Size of grid spacing for minimum lockage effect 

 Front Rear Upper Side 
Hall, 

R.C.,1997 5H 15H 5H 5H 
Blocken 
B., 2003 5L, 10H 8L, 16H 5L, 10H 5L, 10H 
Franke J., 

2004 6H~10H 6H~10H 6H~10H 6H~10H 
 
Fig. 6은 각 경계면 주어진 조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량적인 풍 하중 평가를 위해 wind profile이 적용되었다.  
 

 
Fig. 6 Boundary conditions for numerical simulation 
 

2.4 Wind profile 적용  
일반적으로 풍속은 지표면, 해면 또는 지형 등과의 

영향으로 인해 높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바람의 
세기를 표현하기 위한 높이에 따른 평균 풍속 분포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 단순한 
모형으로 나타내어진다. 대표적인 것으로 Logarithmic profile, 
Power profile, NPD profile등이 있다. NPD profile은 노르웨이 
Forya 지역의 겨울 바람 계측 데이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실험식으로 해양공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NORSOK에 근거한 NPD profile을 적용하였다. 
NPD profile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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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PD profile은 수치해석을 위해 아래 식(4)와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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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U H is reference wind speed at m height
H is the height above sea level m
H is reference height o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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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ight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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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FLUENT의 User Define Function(UDF)을 

활용하여 wind profile을 구현하여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한편, wind profile 적용 유, 무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tanker선과 같이 수면 위 구조물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배의 속도가 느린 경우에서는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container선과 같이 수면 위 
구조물이 높으면서 배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서는 최대 
50%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형상에 의한 성능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wind profile 적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2.5 실 운항 상태에서의 평가기법 정립  
 
바람에 의한 연료 소모율 평가는 실 운항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평가 기법 정립이 필요하다. 



실 운항 상태에서 바람은 한 방향에서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위에서 불어오게 된다. 따라서, 실 운항 
상태에서의 바람에 의한 연료 소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위의 바람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배가 전진하고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 배의 속도와 바람의 속도에 
의해 실제 배가 느끼는 바람의 속력과 방향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연료 소모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배가 
느끼는 실제 속력과 바람의 입사각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의 속도와 바람의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실제 
바람의 입사각 및 속력을 도출해야 한다. 실제 바람의 
속도를 도출 방법은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에 도시한 
기호에 대한 정의는 식(5)와 같다. 실 운항 상태에서의 연료 
소모율 평가는 Fig. 8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 해상 
상태에서의 wind는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동일한 비율로 
들어온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특정 해역에서의 wind 
분포를 알 수 있다면, 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도 풍하중 
추정이 가능하다.  
 

 
Fig. 7 Relative angle and velocity of wind in actual sea-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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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thod of estimating fuel consumption in actual 
sea-state 
  

3. 연구 결과 
 
3.1 Tanker선에 대한 형상 및 배치 최적화 

Tanker선을 대상으로 상부구조물의 형상 및 배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선전의 상부 형상을 Fig. 9에 
나타내었다. 상부 형상의 최적화를 위해 1차적으로 개선 전 
형상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요소 별 풍 하중 비율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체(hull)에 작용하는 풍 하중이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영역은 개선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한편, 풍 하중의 54%를 거주구(Wheel house)가 차지하고 
있으며, wing support 및 navigation deck 등이 각각 8%,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거주구 부분을 
최적화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구는 정면부에 큰 면적의 stagnation 
영역과 측면의 대 박리를 동반하는 유체역학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tagnation 영역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박리를 지연시키는 쪽으로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CFD 해석을 통해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실선에서의 실 적용을 위한 최적화된 형상은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에서 보는 stagnation 영역 감소 및 박리 
지연을 위해 거주구 측면에 round 형상을 적용하였으며, 
wing support type을 pillar 형상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거주구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를 극대화 함과 동시에 wind support에 
작용하는 stagnation 영역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wing 
bridge의 전방부 영역에 45도 각도의 모따기도 함께 
적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실제 호선에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한편, 이 외에도 성능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Fig. 12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풍속은 높이 방향으로 증가하며 해수면에 가까이 있을수록 
느리게 분포하는 유체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Fig. 12(a)와 
같이 거주구의 상부 영역을 deck 상단에 가깝게 배치를 



바꾸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속의 
감소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풍 하중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Fig. 12(b)와 같이 거주구 끝단부의 폭 방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측면에서 발생하는 박리를 추가적으로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Fig. 11에 나타낸 형상에 대한 
풍 하중 결과에 대해서는 Fig. 1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방위에 대해서 풍 하중 계수인 Cx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소 각도에서 최대 3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 Schematic drawing of original superstructure for tanker 
ship 
 

 
Fig. 10 Wind load ratio acting on each element for tanker 
ship 

 
Fig. 11 Improvement scheme of superstructure for tanker 
ship 
 

  
(a)  Change of accommodation arrangement 

  
(b) Change of lateral slope of side wall of accommodation in 

longitudinal direction 
Fig. 12 Scheme for additional reduction in wind load 
 

 
Fig. 13 Comparison of Cx according to revised shape of 
superstructure for tanker ships  
 
3.2 LNG선에 대한 형상 및 배치 최적화  

LNG선에 대한 개선전의 상부구조물 형상에 대해 Fig. 
14(a)에 나타내었으며, 이 때 각 요소별로 차지하는 풍 하중 
비율은 Fig. 15에 나타내었다.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구, cargo dome 그리고 navigation deck가 각각 풍 
하중의 32%, 20%, 10%를 차지하고 있다.  
LNG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Fig. 1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agnation 영역 및 박리 지연을 위해 
거주구 측면에 모따기 형상을 적용하였으며, cargo dome 
전방부에 일정 기울기를 가지는 plate를 설치하여 
stagnation 영역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최종 형상에 대한 
풍 하중 결과는 Fig. 16에 나타내었다.  



 
(a) Schematic drawing of original superstructure for LNG 
carrier  

 
(b) Schematic drawing of revised superstructure for LNG 
carrier 
 

 
Fig. 15 Wind load ratio acting on each element for LNG 
carrier 

 
Fig. 16 Comparison of Cx according to revised shape of 
superstructure for LNG carriers 

 
3.3 Container선에 대한 상부구조물 최적화 
Container선의 개선 전 상부구조물 형상에 대해 Fig. 17에 
나타내었다. Container선의 경우, tanker선 및 LNG선과 달리, 
선수부에 적재되는 container box에 작용하는 저항이 Fig.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container선의 경우, container box 사이에 gap 존재하게 
된다. 이를 유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Fig. 19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측면에서 바람이 불어올 경우 container box 
측면에 high pressure가 작용함과 동시에 container box 
후면에서 gap 사이를 타고 들어온 유동이 떨어져 나가면서 
박리 및 정체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저항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풍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상 최적화 방법과는 달리 전방부 및 측면부 
부가물 설치 등을 통해 줄여야 한다. Fig. 20에는 
container선의 상부구조 개선 후 형상을 보이고 있다. 
전방부에는 유선형 type의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측면부에는 gap 제거를 위한 plate를 설치하였다. 전방부 
부가물의 경우, Fig.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변수들을 
정의하여 변수들을 바꾸어 가면서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형상에 대한 유동 및 압력분포를 Fig. 22에 보여주고 
있다. Fig.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이 전방부 부가물을 
따라 container box의 상부 및 측면쪽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고압 분포도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3에는 바람이 측면 30도에서 불어올 경우, 측면 부가물에 
의한 유동 그리고 압력분포를 비교하여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면 gap 주위에서 작용하는 고압 
영역이 감소함을 볼 수 있으며 container box 후면부에서 
separation 영역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Fig.23(b) 의 %H는 deck 상단으로부터 container 
box 높이까지의 비를 의미한다. 최종 형상에 대한 풍 하중 
결과는 Fig. 24에 나타내었으며, 전 방위에 걸쳐 풍 하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7 Schematic drawing of original superstructure for 
container ship 
 

 
Fig. 18 Wind load ratio acting on each element for container 
ship 
  

 
Fig. 19 Wind flow in gaps between container boxes of 
container ship 

 
Fig. 20 Schematics drawing of revised superstructure for 
container ship 

  

Fig. 21 Definition of main variables of added structure at 
front  

  
(a)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wind flow  
 

  
(b) Comparison of pressure distribution 
Fig. 22 Comparison of flow characteristics between original 
and revised design 
  

 
(a) Pressure distribution at wind direction angle = 30° 
 

 
(b) Wind flow at wind direction angle = 30° 
Fig. 23 Comparison of wind flow and pressure distribution 
between original and revised design 



 

 
Fig. 24 Comparison of Cx between original and revised 
design for container ship 
3.4 실 운항 상태에서의 연료절감 효과 평가  
각 선종에 대해 실 운항 상태에서의 실제 연료절감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Fig. 25~27은 BF5에서의 연료소모율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BF 변화에 따른 모든 조건에서의 
연료소모율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실 운항 상태에서의 
연료절감 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자세한 산출 방법은 기 
언급한 Fig. 8의 과정을 따라 수행하였다. 각 선종에 대한 실 
운항 상태에서의 연료절감 효과를 산출하였으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nker선의 경우 약 1.3%, LNG선의 
경우 약 1.8%, Container선의 경우 약 3.9%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 운항 
상태에서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풍 하중 최소화를 통해 
연료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Table 2의 A, B, C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A(%) = 전체 BF에서 각 BF별 운항비율 
B(%) = 전 방위에 대한 BF별 연료 절감율 
C(%) = 실 운항 상태에서의 연료절감율(A*B) 
 

 
Fig. 25 Example of comparison of fuel consumption in BF5 

for tanker ship  
 

 
Fig. 26 Example of comparison of fuel consumption in BF5 
for LNG carrier  
 

 
Fig. 27 Example of comparison of fuel consumption in BF5 
for container ship 
 
Table 2 Effect of fuel reduction in actual sea-state for tanker 
ship 

 Tanker선 LNG선 Container선 
BF A(%) B(%) C(%) B(%) C(%) B(%) C(%) 
0 0 -0.81 0.00 -0.40 0.00 -1.06 0.00 
1 1 -0.76 -0.01 -0.52 -0.01 -1.26 -0.01 
2 3 -0.70 -0.02 -0.78 -0.02 -1.77 -0.05 
3 17 -0.74 -0.13 -1.02 -0.17 -2.30 -0.39 
4 28 -1.00 -0.28 -1.44 -0.40 -3.15 -0.88 
5 25 -1.37 -0.34 -1.93 -0.48 -4.28 -1.07 
6 19 -1.65 -0.31 -2.32 -0.44 -5.12 -0.97 
7 6 -2.26 -0.14 -3.18 -0.19 -6.67 -0.40 
8 2 -2.87 -0.06 -3.91 -0.08 -7.91 -0.16 



Total  -1.28  -1.80 - -3.93 
4. 실 적용 예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적 형상은 현재 당사에서 약 
15척의 tanker선에 선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그 적용 
사례를 Fig. 28과 Fig. 29에 보여주고 있다.  
 

 
Fig. 28 Application of superstructure for tanker ship 1 
 

 
Fig. 29 Application of superstructure for tanker ship 2 
 

5. 결론 
 

친 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
라 새로운 선형 및 추진기 개발 그리고 연료절감 장치 등
에 대한 많은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
기역학적 관점에서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Tanker선, LNG선 그리고 Container선을 대상으로 검토하
였다.  

Tanker선과 LNG선의 경우, 상부구조물의 형상 및 배
치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Container
선의 경우에는 선수부 정면에 적재되는 Container box에 
작용하는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가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풍속에 의한 저항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Calm sea에서의 평가가 아닌 실 운항 상태
를 고려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 운항 상
태를 고려한 wind에 의한 저항 평가법을 도출하였고 이
를 고려하여 연료 절감 효과를 계산하였다. 상부구조물 
최적화를 통해 실 운항 상태에서 Tanker선과 LNG선에 
대해 각각 1.3%와 1.8%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Container선의 부가물 적용을 통해 약 
3.9%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Tanker선의 경우, 실선에 기 적용 중에 있으며, LNG선과 
Container선의 경우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적용할 예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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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KRISO 300K VLCC2(KVLCC2) 1/160scale의 모형선과 모형 프로펠러로 저항추진시험과 프로펠러 면에서의 
선미유동장계측을 수행하였다. 대상모형선은 저속비대선으로 레이놀즈 수 105~106사이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되고 점성에 의한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기 때문에 자유수면 아래 선체 주위 유동이 조금만 바뀌어도 모형시험의 결과 도출이 어렵게 된다. 본 모형
선에 대하여 저항 및 추진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모형의 저항추진 시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크
기의 모형선 저항추진계수를 비교함으로 축척효과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형시험결과의 정성적, 정량적인 
비교를 통하여 축척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실선성능추정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Keywords : Propulsive performance(저항추진성능), Propulsive coefficient(자항요소), Flow characteristics(유동특성), Scale effect(축척효과) 

1. 서 론
선형시험수조에서 자유수면이 있는 모형시험은 두 가지 무차

원 수 중 실선과 모형선의 프루드 수(Froude number, Fn)를 동
일하게 만족시켜준다. 하지만 프루드 상사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레이놀즈 수(Reynolds number, Rn)를 동일하게 만족시키기 어렵
다. 실선과 모형선 주위 유동은 레이놀즈 수의 큰 차이 소위 축
척효과로 일컬어지는 영향으로 인하여 서로 다르다. 최근 선박의 
저속화 대형화로 인하여 대형유조선들이 출현하고 있다. 대형유
조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성에 의한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기 때
문에 프루드 상사법칙을 적용한 모형시험결과로부터 실선성능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
미부에 빠른 압력회복이 나타나고 선미부경계층의 두께가 감소
하고 이로 인하여 형상영향계수가 증가한다. 또한 프로펠러 면으
로 유입되는 축방향 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유효반류비가 감소하
게 된다. 

이러한 모형선 저항추진성능에 미치는 축척효과의 영향들을 
조사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기하학적으로 상사하고 축척비
가 다른 모형선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García-Gómez, 2000; Min and Kang,  2010). 하지만 대부분
의 모형시험은 레이놀즈 수 범위가 106~107에서 이루어지나 실

선의 레이놀즈 수의 경우 109~1010이기 때문에 실선과의 차이가 
매우 커 여전히 축척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Choi et al., 2011). 
더욱이 크기가 작은 소형 선형시험수조에서의 모형시험 레이놀
즈 수가 105인 상태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형 
선형시험수조에서의 모형시험결과로 실선의 성능을 추정함에 있
어서 매우 어려우며, 대형유조선과 같이 점성에 의한 영향을 지
배적으로 받는 선형의 경우 천이영역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될 경
우가 생기기 때문에 모형시험 자체에서도 모형시험결과를 도출
하기가 어렵다. ITTC' 1978년 실선 성능해석법에서는 실선의 성
능을 추정하기 위하여 형상영향계수(form factor, k)를 사용하게 
된다. ITTC' 1978년 실선 성능해석법에서 형상영향계수는 선체
의 기하학적 형상에 의한 저항성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
다(Min and Kang, 2010). 형상영향계수는 레이놀즈 수의 함수
로 알려져 있어 축척효과에 의하여 실선과 모형선이 다를 수 있
다. García-Gómez(2000)과 Min and Kang(2010)에서는 레이놀
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형상영향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모형시험
으로 확인한 바 있다. 형상영향계수는 실선의 저항성능을 추정하
는 것 뿐 아니라 실선의 유효반류비를 추정할 때에도 고려된다. 
하지만 ITTC' 1978년 실선 성능해석법의 경우 형상영향계수 뿐 
아니라, 선체효율(ηH), 프로펠러 단독효율(η0) 등의 축척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실선과 모형선의 레이놀즈 수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실선성능추정방법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시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점성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소형 
저속비대선 모형의 성능을 추정하여보고, 공개된 실험자료를 바
탕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에 연구되었던 실선 형상영향
계수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유효반류비, 선체효율 등의 축척효과
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소형 저속비대선 모형 프로펠러의 단독시
험을 수행하고, 소형 저속비대선 모형선 자항시험, 반류계측시험
을 수행하였다. 또한 모형시험으로 얻어낸 자항요소들은 
García-Gómez(2000), Min and Kang(2010)과 Ha et al.(2012)
의 실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축척효과를 고려하
고자 하였다. 

2. 대상모형
대상모형은 공개된 실험자료가 있는 KVLCC2 선형이다. 본 대

상선형의 실선과 모형의 주요제원 및 모형시험기관 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and model test institute etc. 
of the KVLCC2

Full scale Model
Scale ratio 1:1 1:160 1:58

LBP 320.00m 2.00m 5.52m
LWL 325.50m 2.03m 5.61m
B 58.00m 0.36m 1.00m
T 20.80m 0.13m 0.36m

Dis. 312622.00m3 0.08m3 1.60m3

W.S.A 
[w/rudder] 27467.30m2 1.07m2 8.17m2

CB 0.8098
CM 0.9980

Model 
condition Full load
Towing 
range

0.1080 ~
0.2810 0.1411

Model test 
institute IUTT MOERI

여기서, IUTT는 인하대학교 선형시험수조이다. KVLCC2 
1/160scale 모형선은 인하대학교 선형시험수조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추진성능 시험을 위하여 인하대학교 선형시험
수조에서는 KVLCC2 1/160scale 크기에 해당되는 모형 프로펠
러를 제작하였다.

3. 추진성능시험
3.1 자항시험

자항시험 시 모형선의 크기가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선미부 
경계층 두께가 두꺼워 선미유속이 느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축척효과로 실선성능추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특히 소
형 선형시험수조에서 KVLCC2와 같은 저속비대선의 모형시험은 
대부분 천이영역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되므로 데이터 검출의 어
려움과 이러한 유동문제로 인하여 큰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Fig. 1 Comparison of the total resistance coefficients of 
the geosim models

Fig. 1은 상사모형선들의 모형선 전저항계수와 마찰저항곡선
을 비교한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레이놀즈 수가 105~106에서는 
천이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선형시험수조의 경우 모형시험 
시 벽면효과로 인하여 모형선 크기에 제한이 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KVLCC2 1/160scale 모형선을 대상으로 모형시험을 수
행하였는데, 모형시험 시 레이놀즈 수가 천이영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형 모형선 자항시험의 가능성
을 확인하여보고, 축척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항시험
은 자유수면이 있는 상태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되므로, 프루드 수
에 맞추어 실시된다. 하지만 마찰저항계수의 경우는 레이놀즈 수
에 따라 결정되므로 모형선의 마찰저항계수가 실선에 비해 그 값
이 크다. 따라서 자항시험 시 실선의 자항점에 맞추어 모형시험
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찰수정량을 고려하였으며, 영국식방법
(constant speed method)을 채택하여 각 예인속도 별로 자항시
험을 수행하였다. 자항시험 결과의 해석은 인하대학교 선형시험
수조에서의 KVLCC2 1/160scale 모형 프로펠러 단독시험결과
(Fig. 2)를 이용하여 추력일치법을 사용하였으며, 실선성능추정
은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KVLCC2 1/160scale 모형선의 속도에 따른 자
항요소들을 보여준다. 자항요소들에는 추력과 토오크 계수들의 
표준편차(σ)를 이용하여 error bar도 함께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 
모형시험에서의 자항요소들은 설계속도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된 
Kim et al.(2000)의 KVLCC2 1/58scale 모형선 자항요소들과 비
교하였다. Fig. 3을 보면, 속도에 따른 자항요소들의 변화가 규칙



적이지 않고 변화량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형선 유
효반류비를 보면, 속도에 따른 변화량이 다른 자항요소들에 비하
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난류 층류가 공존하는 유동
과 선형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생각된다. 
이는 천이영역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됐으므로 유동문제가 있을 
것이며, 저속비대선이므로 선형특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KIMM(1985)에서의 컨테이너 선의 자항시험결과를 보면, 
속도에 따른 자항요소들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속도에 따라 정
량적으로도 변화량이 크지 않다. 자항요소 중 모형선 유효반류비
의 큰 변화로 인하여 실선의 유효반류비, 상대회전효율과 선체효
율도 속도에 따른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Comparison of the propeller open water test results 

Fig. 4는 실선의 회전수, 유효마력과 전달마력을 추정한 결과
를 나타낸다. 실선 회전수의 경우 KVLCC2 1/160scale 모형선 
보다 1/58scale 모형선이 낮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실선의 자항점에 맞추어 모형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찰수
정량을 고려하여주었는데, 마찰수정량을 고려하여 주기위하여 
ITTC 1957년 모형선-실선 상관곡선을 사용하였다. Fig. 1에서 
보면, 모형선의 전저항계수는 ITTC 1957년 모형선-실선 상관곡
선보다 ATTC 곡선 기울기에 근접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TTC 1957년 모형선-실선 상관곡선의 경우 낮은 레이
놀즈 수에서 ATTC 곡선에 비하여 마찰저항계수를 크게 추정하고 
있어, 마찰수정량이 커지게 되어 보다 높은 RPM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KVLCC2 1/58scale 모형선의 실선 유
효마력추정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KVLCC2 1/160scale 모형선
의 실선 유효마력추정결과보다 크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유효마력추정과정에서 잉여저항계수가 크게 추정된 것
으로 생각된다. 모형 크기가 작아지면, 레이놀즈 수가 낮아져 점
성효과로 인하여 경계층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선미
에서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선미부에서의 압력계수
가 작아지고, 점성압력저항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KVLCC2 
1/160scale의 모형선이 1/58scale의 모형선의 잉여저항계수보다 
크게 추정되어야 하지만 본 선형의 경우 천이영역에서 모형시험
이 수행되어 유동에 의한 영향으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달마력의 경우는 KVLCC2 1/160scale 모형
선이 1/58scale 모형선의 전달마력에 비하여 크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Comparisons of the propulsive coefficients



Fig. 4 Estimations of the rpm, the effective horse power 
and the delivered horse power of the full scale ship 
이는 모형선 유효반류비의 축척효과로 인하여 실선의 유효반

류비가 크게 추정되었으며, 선체효율과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축
척효과로 인한 영향으로 추진효율이 작게 추정되어 KVLCC2 
1/58scale보다 1/160scale 모형선의 전달마력추정결과가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는 설계속도에서 KVLCC2 1/160scale
과 1/58scale의 자항요소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Table 
2를 보면, 추력감소계수의 경우 약 5%차이로 KVLCC2 
1/160scale과 1/58scale 모형선이 근접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정방법에
서 추력감소계수는 포텐셜 유동이라 가정하였으며, 모형선 크기
가 커질수록 저항과 추력이 어느 정도 근접한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레이놀즈 수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Choi et al., 
2011). 모형 크기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경계층의 두께가 두꺼우
며 보다 작은 형상영향계수를 가지고, 프로펠러 면으로 유입되는 
유속도 작다. 따라서 KVLCC2 1/160scale 모형선이 1/58scale 
모형선에 비하여 모형선 유효반류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회전효율의 경우 축척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Table 2 Comparisons of powering performance 
1/160scale

(IUTT)
1/58scale

(Kim et al., 2000)
t 0.182 0.190

WM 0.679 0.443
WS 0.366 0.305
ηR 1.010 1.009
ηH 1.291 1.165
η0 0.534 0.620
ηD 0.696 0.726

RPM 88.5 72.2
EHP 15563 15895
DHP 22361 21894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경우 KVLCC2 1/160scale 모형선은 상
대적으로 낮은 레이놀즈 수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되므로 프로펠
러 면으로 유입되는 유속이 작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KVLCC2 
1/160scale 모형선이 1/158scale에 비하여 작게 추정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준추진효율을 추정함에 있어 상대회전효율, 선체
효율과 프로펠러 단독효율을 고려하고 있는데, 프로펠러 단독효
율의 경우 레이놀즈 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있지만 이를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정방법에서는 실선과 모형선의 프로펠러 단
독효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ITTC' 1978년 실선 성능
추정방법에서 실선의 유효반류비를 추정할 때 추력감소계수, 모
형선의 유효반류비, 형상영향계수와 마찰저항계수를 고려하고 있
다. 하지만 형상영향계수의 축척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선
의 유효반류비를 추정할 때 모형선의 유효반류비에 모형선과 실
선의 마찰저항계수의 비만을 고려하고 있다. 모형선이 작은 경우 
프로펠러 단독효율이 낮게 추정되면 준추진효율이 작게 추정이
되어 전달마력은 보다 크게 추정이 되게 된다. 이는 ITTC' 1978
년 실선 성능추정방법에서 형상영향계수, 모형선 유효반류비, 선
체효율과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축척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
이라는 생각이 든다.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축척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달마력추정 과정에서 레이놀즈 수 변
화에 따른 형상영향계수의 축척효과를 고려하여 모형선 유효반
류비로부터 실선의 유효반류비를 크게 추정하여 프로펠러 단독
효율의 축척효과를 무시할 수 있을 만할 정도까지 선체효율을 높
게 추정하게 되면 준추진효율이 정략적으로 적절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선형이 저속화 비대화되면서 기존에 ITTC
에서 제안한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정방법은 근래에 선형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상사모형시험을 통하여 최근 
선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축척효과를 반영할 수 있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반류계측시험
본 연구에서는 축방향 속도분포를 얻어내기 위하여 1-hole 피

토튜브를 이용하여 반류계측 시험을 수행하였다. ITTC 
procedure에서는 피토튜브의 외경이 모형선 길이의 1/1000이하
의 것을 권장하지만, 시중에 피토튜브들의 최하 직경은 3mm여
서 반류계측시험 시 피토튜브들 사이 간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토튜브 4개를 이용하여 피토튜브를 회전시키며 각 프
로펠러 반경 위치에서 반복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5는 수치계산과 모형시험의 반류분포결과이다. KVLCC2 
1/160scale의 경우 공개된 반류계측시험이 없어 수치계산결과와 
정성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모형시험결과는 xyz 방향의 길이에 
대하여 모형선 길이를 이용하여 무차원화 하였고, 축방향 속도성
분(x-velocity)은 예인속도(모형선 설계속도)로 무차원화 시켜 프
로펠러 면에서의 반류분포를 얻어내었다. 수치계산결과와 본 모
형시험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유속이 느린 부분의 경우 차이를 
보이지만, 정성적으로 반류분포가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모형시험 시에 KVLCC2와 같은 저속비대선에서 빌지 보오텍
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갈고리 모양(hook shape)이 잘 묘사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치계산결과를 보면 하단부에 밀집되
어 있는 등속선들이 모형시험결과에 비하여 과장되게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난류모델에 의한 것으



로 생각되며 수치계산결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Fig. 5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distribution on the 
propeller plane

 본 모형시험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충분히 작은 모형선에서
도 반류계측의 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피토튜브의 외경이 모형 
길이에 준하여 두껍지만 반류계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distribution on the 
propeller plane

Fig. 6은 Yang et al.(2010)에서 공개된 KVLCC2 1/58scale 
반류분포와 본 모형시험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Fig. 5와 마찬
가지로 모형시험결과를 xyz 방향의 길이에 대하여 모형선 길이를 
이용하여 무차원화 하였고, 축방향 속도성분(x-velocity)은 예인
속도(모형선 설계속도)로 무차원화 시켜 프로펠러 면에서의 반류
분포를 얻어내었다. 일반적으로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프
로펠러 면에 유입되는 회전 유동의 중심이 프로펠러 중심에 가까
우며, 유속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Choi et al.,2010). 프로펠
러 면에서의 축방향 속도가 KVLCC2 1/58scale 모형선이 본 모
형시험결과에 비하여 유속이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모형시험결과에서 갈고리 모양과 같은 유속이 느린 부분의 범
위가 크지 않게 계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천이영역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되어 레이놀즈 

수에 의한 영향으로 선미유동이 불안정하며, 선미경계층 두께도 
KVLCC2 1/58scale 모형선 보다 굉장히 두껍게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 7 Comparison of nominal wake fraction
Fig. 7은 Van et al.(2011)에서의 수치계산결과, 인하대학교 

선형시험수조 모형시험결과와 수치계산결과의 모형선 공칭반류
비들을 비교한 그림이다. 모형 크기의 증가에 따른 레이놀즈 수 
증가에 따라 모형선 공칭반류비가 점차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실선 크기에 이르면 크게 다를 수 있다. 레이놀즈 수가 증
가하게 되면 경계층이 얇아지게 되고 이에 의하여 축방향 유속이 
증가하여 실선 크기에 이르면 공칭반류비는 작아질 수 있다. 실
선의 공칭반류비는 선박의 저항추진성능 평가와 추진기를 설계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칭반류비의 축척효
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형 모형선의 공칭반류비에서 추정한 
실선의 공칭반류비는 크게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선
의 공칭반류비추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자항시험에서 추력일치법
을 사용하여 얻어진 모형선의 유효반류비와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실선의 유효반류비를 이용하여 
모형선과 실선의 유효반류비의 비로 공칭반류비에 곱하여 추정
하게 된다(Yang et al., 2010). 이 방법의 경우 모형선의 반류의 
반경방향 분포는 같고 단지 모형선과 실선의 유효반류비의 비로 
그 크기만 줄여주어 실제 실선의 공칭반류와는 다를 수 있다. 따
라서 상사모형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축척효과를 고려한 실선 반
류비추정방법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실선 성능추정방법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정방법에서는 추진효율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실선의 유효반류비를 식 (1)과 같이 나타내었다.

  

∆   (1) 

여기서, 는 실선의 유효반류비, 는 추력감소계수, 

은 러더효과로 0.04를 사용하고, 은 모형선의 유효반류비, 
는 형상영향계수, 는 실선의 마찰저항계수, 은 모형선



의 마찰저항계수, ∆거칠기 저항을 나타낸다.
식 (1)의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정방법에서 실선의 유효반

류비를 포텐셜성분(WM)과 마찰성분(WF)으로 분리하고 WP는 모
형선과 실선이 동일하게 한다. 포텐셜 유동에너지는 에너지 교환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반류비의 포텐셜성분은 추력감소계수
의 포텐셜 성분과 같게 된다. WF는 실선과 모형선의 (1+k)CF 비
율 즉, CV 비율만큼 모형선의 유효반류비를 감소시킨다. 이 때 
(1+k)의 축척효과는 무시한다고 가정하였다(Choi et al.,2010). 
본 연구에서는 축척효과를 고려한 실선의 형상영향계수 추정방
법의 대표적 연구인 García-Gómez(2000)와 Min and 
Kang(2010)의 연구결과들과 Min and Kang(2010)이 제안한 실
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을 개선한 Ha et al.(2012)의 연구결과
를 이용하여 KVLCC2 1/160scale 모형시험결과에 축척효과를 
고려하여 실선의 유효반류비를 추정하여 보고 선체효율과 준추
진효율 나아가 전달마력까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보았다. 일
반적으로 선형시험수조에서는 2차원 외삽법으로(Froude 방법) 
실선의 저항성능을 추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축척
효과로 인하여 모형 크기가 작아질수록 잉여저항계수는 크게 추
정되어 실선의 유효마력을 추정하였을 때 그 추정결과가 크게 추
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모형선으로 전달마력을 추정할 때 상
대적으로 준추진효율이 높게 추정되어야 모형 크기에 따른 전달
마력의 차이를 줄여줄 수 있다. 축척효과로 인하여 프로펠러 단
독효율은 레이놀즈 수가 낮아질수록 작아지게 된다. 현재 프로펠
러 단독효율에 대한 축척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
문에 형상영향계수에 축척효과를 고려해주어 실선의 유효반류비
를 크게 추정해줌으로써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축척효과를 무시
할 만큼 선체효율을 증가시켜 주어야 모형 크기 별 전달마력추정
결과가 근접한 준추진효율을 얻어낼 수 있다.

3.1 García-Gómez(2000)의 실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 적용

García-Gómez(2000) 연구는 축척이 다른 4 가지 선형의  모
형선들에 대한 형상영향계수를 모형시험으로부터 얻어내고, 각 
선형마다 실선의 형상영향계수를 얻어내기 위하여 각 선형별로 
축척비에 따른 형상영향계수의 분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소
자승법(1차 근사식에 대한)을 이용하여 오차의 제곱(R2)들을 검
토함에 따라 각 선형들의 실선 형상영향계수를 얻어내었다. 이들 
각 선형마다 얻어진 실선 형상영향계수와 모형선의 형상영향계
수와의 차()를 전체 선형들에 대하여 축척비에 따라 분포
시켜, 최종적으로 다른 일반 선형들에 적용 가능한 1차 근사식을 
제안하였다. 식 (2)는 García-Gómez(2000)에서의 실선 형상영
향계수 추정방법을 나타낸다.

 ·   (2)

여기서, 는 실선의 형상영향계수, 은 모형시험으로 얻어
낸 모형선의 형상영향계수, 는 축척비를 나타낸다. Table 3은 
García-Gómez(2000)의 실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을 이용하
여 축척효과가 고려된 자항요소들로 전달마력까지 추정한 결과
를 나타낸다. 추력감소계수와 상대회전효율의 경우 축척효과 크
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며,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경우 축척
효과를 고려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값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선의 유효반류비, 선체효율을 보면 형상영향
계수의 축척효과를 고려해줌에 따라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
정방법을 사용한 경우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García-Gómez(2000)의 실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을 이용한 
추정된 실선의 형상영향계수를 과도하게 추정하여 준추진효율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정방법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본 모형선의 추정된 전달마력이 KVLCC2 
1/58scale 모형선의 추정된 전달마력과 비교하였을 때 약 5%의 
차이를 보인다. 

Table 3 Comparison of powering performance applied 
García-Gómez(2000) method

1/160scale
(IUTT)

1/160scale
(IUTT)
applied

García-Gómez
(2000) method

1/58scale
(Kim et al., 2000)

t 0.182 0.182 0.190
WM 0.679 0.679 0.443
WS 0.366 0.424 0.305
ηR 1.010 1.010 1.009
ηH 1.291 1.421 1.165
η0 0.534 0.534 0.620
ηD 0.696 0.766 0.726

RPM 88.5 88.5 72.2
EHP 15563 15563 15895
DHP 22361 20317 21894

Ha et al.(2012)에서는 García-Gómez(2000)의 실선 형상영
향계수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상사모형선들의 실선 전저항계수를 
추정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모형선이 작은 경우 실선의 
형상영향계수를 과도하게 추정하여 모형 크기 별 실선 전저항계
수 차이가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정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에 
비하여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García-Gómez(2000)에서는 
과 축척비와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나타내었다. 모형선과 
실선의 형상영향계수 관계는 선종별로 선형특성이 다르기 때문
에 차이가 날 수 있고, 형상영향계수는 레이놀즈 수의 함수로 축
척비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것보다 레이놀즈 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케일이 동
일하여도 선형마다 실선과 모형선의 형상영향계수 차이가 다를 
수도 있다. García-Gómez(2000)의 연구에서 대상선형들은 
1950~1990년 사이의 선형으로 본 연구의 대상선형이 저속비대
선과 같이 근래에 선형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3.2 Min and Kang(2010)의 실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 적용

Min and Kang(2010)의 연구에서 형상영향계수는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며, 레이놀즈 수가 109이상이되면, 임의의 
값에 수렴(실선 형상영향계수)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모형선과 실
선의 형상영향계수의 비가 레이놀즈 수 109이상에서 1에 수렴한
다는 가정을 하였다. 모형선과 실선의 형상영향계수의 비(FCF)
를 레이놀즈 수 증가에 따라 쌍곡선 함수의 형태로 근사하여 실
선의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식 (3)은 Min and 
Kang(2010)에서의 실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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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래첨자 은 모형선을 나타내며, ∞는 종착 
즉, 와 같다. Table 4는 Min and Kang(2010)의 실선 형상영향
계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축척효과가 고려된 자항요소들로 전
달마력까지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García-Gómez(2000)의 실
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에 비하여 준추진효율을 과도하게 추
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Min and Kang(2010)
의 실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을 이용한 추정된 실선의 형상영
향계수는 실선의 반류계수추정에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축척효과
를 무시할 만큼의 축척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in and Kang(2010)의 연구에서는 FCF를 레이놀즈 수 증
가에 따라 쌍곡선 함수 형태로 근사하였다. 하지만 레이놀즈 수 
증가에 따른 모형선과 실선의 형상영향계수의 비인 FCF가 쌍곡
선 함수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적절한 함수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종에 따라 선형특성이 다
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Comparison of powering performance applied Min 
and Kang(2010) method

1/160scale
(IUTT)

1/160scale
(IUTT)
applied

Min and Kang
(2010) method

1/58scale
(Kim et al., 2000)

t 0.182 0.182 0.190
WM 0.679 0.679 0.443
WS 0.366 0.370 0.305
ηR 1.010 1.010 1.009
ηH 1.291 1.298 1.165
η0 0.534 0.534 0.620
ηD 0.696 0.700 0.726

RPM 88.5 88.5 72.2
EHP 15563 15563 15895
DHP 22361 22233 21894

3.3 Ha et al.(2012)의 실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 적용

Ha et al.(2012)에서는 Min and Kang(2010)의 연구와 동일한 
가정과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García-Gómez(2000)와 Min and 
Kang(2010)에서 사용된 모든 모형시험결과들을 이용하여 레이
놀즈 수에 따라 선종별로 FCF를 분포시켜 평균 제곱의 오차
(RMSE)가 가장 작은 곡선들을 다양하게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레이놀즈 수에 따른 FCF가 설계속도 20knot를 기준으로 중
저속선과 고속선으로 분포되며 지수함수 형태가 레이놀즈 수에 
따른 FCF 변화를 잘 반영하였다. 식 (4)는 Ha et al.(2012)에서
의 실선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을 나타낸다.

 ∞





·

 

 ,  ,  ,     
 ,  ,  ,     (4)

여기서, 아래첨자 은 중저속선, 아래첨자 는 고속선을 
나타낸다. Table 5는 Ha et al.(2012)의 실선 형상영향계수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축척효과가 고려된 자항요소들로 전달마력까지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5 Comparison of powering performance applied Ha 
et al.(2012) method

1/160scale
(IUTT)

1/160scale
(IUTT)
applied

Ha et al.
(2012) method

1/58scale
(Kim et al., 2000)

t 0.182 0.182 0.190
WM 0.679 0.679 0.443
WS 0.366 0.381 0.305
ηR 1.010 1.010 1.009
ηH 1.291 1.322 1.165
η0 0.534 0.534 0.620
ηD 0.696 0.712 0.726

RPM 88.5 88.5 72.2
EHP 15563 15563 15895
DHP 22361 21858 21894

Table 3, 4와 비교하였을 때,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축척효과
를 무시할 만큼의 실선의 형상영향계수를 적절히 추정함을 확인
할 수 있다. Ha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실선의 형상영향계수
를 추정함에 따라 모형 크기 마다 추정된 실선 전저항계수의 차
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레이놀즈 수에 따른 FCF는 
쌍곡선 함수 보다 지수 함수의 형태가 적합함을 보였다. Table 5
와 같이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축척효과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
에 축척효과를 고려한 실선의 형상영향계수를 식 (1)에 반영하여 



실선의 유효반류비를 크게 추정한다. 또한 크게 추정된 실선의 
유효반류비에 의하여 선체효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레이놀즈 수
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된 프로펠러 단독효율을 선체효율의 증가
로 프로펠러 단독 효율의 축척효과를 감소시켜준 것으로 생각된
다. Fig. 8은 ITTC' 1978년 실선 성능추정방법, 
García-Gómez(2000),  Min and Kang(2010)와 Ha et al.(2012)
의 방법들로 추정된 준추진효율과 전달마력을 KVLCC2 
1/58scale 모형선으로부터 추정된 준추진효율과 전달마력에 비
교한 그림이다. 소형 모형선의 경우 실선의 형상영향계수와의 차
이가 크다. 따라서 축척효과를 고려한 실선의 형상영향계수가 조
금 크게 추정되거나 낮게 추정되어도 실선의 유효반류비와 선체
효율이 크게 달라져 준추진효율의 변화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소
형 모형선에서 실선의 형상영향계수를 추정할 때 레이놀즈 수에 
대한 적절한 함수 형태를 찾아 축척효과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Fig. 8 Comparison of the quasi-propulsive efficiency and 
the delivered horse power estimation results by each 

formfactor prediction method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형 모형선 자항시험과 반류계측시험을 통하

여 저항추진특성을 파악하여보고 실선 성능추정방법에 대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KVLCC2 1/160scale 소형 모형선 자항시험의 경우 천이영
역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되어 모형선의 유효반류비가 속도에 따
라 크게 변화하여 자항요소들이 속도에 따른 변화가 큰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유동이 불안정하고 KIMM(1985)의 컨테이너 선 

자항요소와 비교하였을 때 선형 특성에 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KVLCC2 1/160scale 소형 모형선 자항시험으로부터 실선
의 전달마력, 유효마력, 회전수를 추정하여 보았을 때 KVLCC2 
1/58scale 모형선에 비하여 회전수는 크게 추정되었으며, 유효마
력의 경우 작게 추정되었지만, 준추진효율이 낮게 추정되어 전달
마력이 크게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모형선 자항시험
으로부터 실선의 회전수 추정결과의 경우 자항시험을 수행할 때 
실선의 자항점을 찾기위하여 ITTC 1957년 모형선-실선 상관곡
선으로부터 마찰수정량을 고려하여주었다. ITTC 1957년 모형선-
실선 상관곡선의 경우 레이놀즈 수가 낮은 영역에서 모형선의 마
찰저항계수를 크게 추정하고 있어 마찰수정량이 크게 결정되었
다. 따라서 큰 마찰수정량으로 인하여 본 모형선 자항시험으로부
터 추정된 실선의 회전수가 KVLCC2 1/58scale의 비하여 크게 
추정되었다. 또한 소형 모형선의 자항요소 중 유효반류비, 선체
효율과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축척효과로 인하여 준추진효율이 
낮게 추정되어 전달마력이 크게 추정되었다. 실선의 유효반류비, 
선체효율, 준추진효율을 추정할 때 축척효과를 고려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KVLCC2 1/160scale 소형 모형선의 반류계측 시험결과를 
보면, KVLCC2 1/58scale 모형선의 반류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프로펠러 면에서 전체적으로 유속이 느리고 경계층이 두꺼운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빌지 보오텍스로 인한 갈고리 모양
이 KVLCC2 1/ 58scale 모형선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는 선미유동이 불안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치계산
결과와 비교하였지만, 레이놀즈 수에 따른 공칭반류비를 비교하
여 보면,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공칭반류비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칭반류비는 추진기 설계에 기초자료로 쓰인
다. 소형 모형선 공칭반류비에서 실선의 공칭반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추진기 설계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레이
놀즈 수에 따른 공칭반류비의 축척효과를 고려하여 추진기 설계
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4) 본 연구에서는 축척효과를 고려하여 실선의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들을 적용시켜 자항요소들의 축척효과를 고려하여 주었
다. 축척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축척효과
로 인하여 준추진효율이 작게 추정됨으로 전달마력이 크게 추정
될 수 있다. 실선 유효반류비 추정에 실선 형상영향계수에 대하
여 축척효과를 고려하여 선체효율을 크게 추정하므로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축척효과를 감소시켜 적합한 준추진효율을 얻어내었
으며, KVLCC2 1/160scale의 모형선에서 추정한 전달마력이 
KVLCC2 1/58scale 모형선에서 추정한 전달마력과 근접한 결과
를 보였다.

5) 소형 모형선에서 실선 성능추정에 축척효과를 고려하고자 
실선의 형상영향계수를 추정함에 있어 레이놀즈 수에 따른 형상



영향계수의 변화에 대한 함수 형태를 적절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상영향계수의 축척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저항성능 뿐 아니라 추진성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형 모형선의 경우 마찰저항곡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레이놀즈 수가 낮은 영역에서 ITTC 1957년 모형선-실선 상관곡
선은 마찰저항계수를 크게 추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저항성능 
뿐 아니라 추진성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근래에는 선
박의 저속화 비대화로 인하여 점성이 저항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
다. 따라서 근래에 선형에 맞는 마찰저항곡선과 축척효과를 고려
할 수 있는 형상영향계수 추정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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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y on Added Resistance of KVLCC2 

Jaehoon Lee, Dong-Min Park, Min-Guk Seo, Yonghwan Ki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KVLCC2 원본 선형과 이를 변형한 Ax-bow 선형에 대하여 선수 규칙파 조건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시험은 서울대학교 선형수조에서 수행되었으며, 선수 규칙파 조건에서 2가지 파고, 8가지 파장 비 조건에서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 값을 계측하였다. KVLCC2 원본 선형에 대해서 기존의 모형시험 결과와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응답, 부가저항 값을
비교하여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KVLCC2 원본 선형과 Ax-bow 선형의 모형시험 결과로부터 부가저항 저감
선형의 부가저항 절감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부가저항 모형시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후동요의 자유도, 파고에
대해서 비교 시험을 수행하여 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Keywords: Added resistance(부가저항), Ax-bow(Ax-bow 선형), Greenship(그린쉽), EEDI(에너지효율 설계지수), KVLCC2 hull(KVLCC2 선형) 
 

1. 서 론 
 
최근 선박연비제조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와 같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선주와 조선소,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EEDI의 핵심요소에는 실제 
운항 조건을 고려한 선박의 성능평가 포함되므로, 기존의 
정수 중의 선박저항 추정에 더하여 파랑 중의 선박저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상상태를 고려하여 파랑 중 부가저항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선형설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가저항 모형시험은 1970년대부터 Series 60 (Gerritsma 
and Beukelman, 1972, Storm-Tejsen, et al., 1973),  S175 
컨테이너선 모델(Fujii & Takahashi, 1975, Nakamura and 
Naito, 1977),  Wigley 모델(Journee, J.M.J., 1992) 등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의 연구들은 부가저항 값을 
계측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최근 Kuroda 등(2012)은 
컨테이너선 기본선형을 기준으로 선수부의 형상을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면서, 이에 따른 부가저항의 변화를 연구하였고, 
Guo & Steen(2011)과 Sadat-Hosseini 등(2013)은 
KVLCC2 에 대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계산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부가저항의 측정뿐만 
아니라, 형상의 변화를 통해서 부가저항의 감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가저항 저감 선형인 Ax-bow 선형은 
일본에서 제안한 선형으로 선수부 흘수선 위쪽 부분을 
날렵하게 만들어 반사파의 방향을 앞쪽이 아니라 양 
옆쪽으로 반사하게 만들어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을 
줄이는 선형이다. Hiroto 등(2004)는 살물선(bulk carrier)에 
대해서 Ax-bow 선형의 부가저항 감소를 실선에서 계측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파장에서 장파장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비 조건에 대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Ax-bow 선형의 부가저항 절감 효과 파악 및 수치계산 
검증용 자료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에 따른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선형수조에서 축척비 1/100 
모형으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대상 선형은 KVLCC2 
기본선형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제공한 
KVLCC2 선형의 부가저항 감소선형인 Ax-bow 선형이며, 
두 선형의 차이점은 흘수선 위쪽 선수부 형상에서만 
나타난다. 두 선형에 대하여 각각 2 가지 파고조건과 8 가지 
파장비 조건에 대하여 반복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본 선형과 부가저항 감소선형의 부가저항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부가저항 모형시험법 
 

2.1 모형시험 분석법 
 

ITTC 에서 제시된 모형시험 분석법(ITTC,2011)은 식(1)과 
같다.  

 
= -AW T SWR R R     (1) 

 
여기서, AWR 는 파랑 중 부가저항(N), TR 는 파랑 중 

전저항의 시간평균(N), SWR 는 정수 중 저항값(N)을 
의미하며, Fig. 1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정수 중 저항값은 10회 이상 계측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파랑 중 전저항 값은 파 주기 조건 기준으로, 
10주기에 해당하는 구간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파랑 중 
부가저항 값을 다양한 파장에 대하여 얻었으며, 

2 2( / )gA B Lr 로 무차원화하여 부가저항 값을 얻었다. 
 

 

Fig. 1 Analysis method for added resistance test 

2.2 모형시험법 
 

ITTC (2011) 에서 제시된 모형시험법과 Gerritsma & 
Beukelman(1972), Fujii & Takahashi (1975), Storm-Tejsen 
et al. (1973), Journee (1992), Joncquez et al. (2008), NMRI 
(2008) 등이 사용한 모형시험법을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Fig.2의 모형시험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시험법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첫번째 방법(Resistance Dynamometer)은 
기존의 정수 중 저항계측에 이용하던 실험장비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저항을 계측하는 장비는 운동을 
고려하여 제작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계측장비에 운동학적 
구속조건이 존재하여 부가저항 계측에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두번째 방법 (Heave-Pitch Motion Mechanism)은 
운동을 계측하는 장비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상하동요 및 
종동요가 자유롭다. 하지만, 예인전차가 출발 및 정지시 저항을 
계측하는 로드셀에 과도한 힘이 걸리며, 예인전차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계측신호에 그대로 반영되어 데이터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 세번째 방법 (Spring at C.G. of 
Model)은 두번째 방법의 계측장비에 전후동요 운동의 자유도를 
부여한 방법이다. 자유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후동요 방향으로 
스프링(spring)을 설치하였다. 두번째 방법과 비교해서 로드셀에 
걸리는 과도한 힘이 줄어들었으며, 예인전차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본 연구에선는 3가지 시험법 
중에서 세번째 시험법을 이용하여 부가저항 모혐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두번째 방법과 세번째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2 Literature survey on added resistance test 



3. 모형선 및 실험장비 
 

3.1 대상선박 
 

선형에 따른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KVLCC2 기본선형과 KVLCC2 선형의 부가저항 감소선형인 
Ax-bow 선형의 두 가지 선형에 대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대상선형은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의 
위쪽은 KVLCC2 원본 선형을, 아래쪽은 Ax-bow가 장착된 
선형을 나타내고 있다. Ax-bow 선형은 흘수선 위쪽 부분의 
선형을 날렵하게 만든 것으로 Fig. 3으로 그 원리를 설명 할 
수 있다. 선박의 반사파는 부가저항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유조선과 같이 형상이 볼록한 선형의 경우 
반사파가 앞쪽으로 많이 반사된다. Ax-bow 선형은 선박의 
앞쪽 선형을 날렵하게 만들어 반사파가 앞쪽이 아니라 양 
옆쪽으로 반사되게 만들어 반사파에 의한 부가저항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두 선형은 선수부 흘수선 위쪽만 선형의 차이점을 
보이므로, 모형선을 2개로 만드는 대신, Fig. 4와 같이 
모형선 몸체 부분과 두 개의 선수부 블록 (Fig. 5:원본 선형 
선수 블록과 Ax-bow 선형 선수 블록)으로 분리하여 
제작하였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사용하면, 모형선의 제작 
오차나 중량분포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선수부의 
형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가저항의 차이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Fig. 3 The principle of Ax-bow (Matsumoto, 2002) 

 

 

Fig. 4 Model ship with bow block (Ax-bow) 

 

Fig. 5 Bow block (Original, Ax-bow) 
 
두 선형의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est model 
Item Full Scale Model (1/100 scale) 

Lpp (m) 320.0 3.2 
Breadth (m) 58.0 0.58 
Depth (m) 29.0 0.29 
Draft (m) 20.8 0.208 

Cb 0.8098 0.8098 
 

3.2 실험시설 및 장비 
 

3.2.1 서울대학교 선형수조(SNUTT)  
 

모형시험이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선형수조는 길이 110m, 
폭 8m, 깊이 3.5m의 concrete wall type 수조로 Fig. 6은 
조파기에서 바라본 선형수조의 모습이다. 수조는 최대 속도 
5m/s로 작동 가능하며 0.01~0.5m/s2의 가속도 및 
0.004m/s의 정밀도를 가진 예인전차를 구비하고 있다. 
수조의 한 쪽 면에는 Plunger type의 조파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파고 0.02~0.5m의 파를 생성할 수 있다. 본 
모형시험에서는 선수부 형상에 따른 부가저항 감소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선수파 조건을 적용하였다. 한편, 
측면 및 정면에 소파기가 설치되어 효과적인 소파가 
가능하며 이는 모형시험에서 실험 수행 중간에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의 사항들은 본 모형시험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Fig. 6 View from wave generator 



3.2.2 계측장비 
 

Fig. 7은 실험에 사용된 계측 장비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의 계측은 4자유도 운동계측장비를 이용하였다. 
4자유도 중에서 횡동요 운동은 고정하고, 전후동요, 
상하동요, 종동요를 계측하였다. 운동의 계측은 
포텐셔미터(potentiometer)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시험에 
앞서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게 되고, 장비를 탈, 
부착할 때마다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여 계측의 정도 
확보에 주력하였다. 저항의 계측은 1분력 로드셀(load 
cell)을 이용하였다. 1분력 로드셀은 용량 300N, 정밀도 
1/5000 F.S. 으로 heave bar와 pitch gimbal 사이에 
설치되어 저항값을 계측하였다.  

 

 
Fig. 7 Diagram for measuring device system 

 
4. 모형시험 결과 

 
4.1 모형시험 조건 

 
파랑 중 부가저항 모형시험은 규칙 선수파 중 다양한 

파장 비에서 수행하였다. 파장은 선박 길이의 
0.3~2.0배에서 변화 시켰으며, 파고는 선박 길이의 0.005, 
0.0075배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선형은 원본 선형과 
부가저항 감소선형에 대해서 전후동요 운동을 고정한 
경우와 고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속도는 선박의 설계속도(design speed)인 
Fn=0.142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모형시험 조건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4.2 모형시험 결과 

 
모형시험 결과는 몇 가지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첫 번째, 

KVLCC2 원본 선형에 대한 부가저항 값을 기존의 참고 
문헌에 제시된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두 번째, 원본 
선형에 대해서 전후동요의 자유도가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세 번째, 파고의 변화가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Ax-bow의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원본 선형 결과와 비교를 
통해서 관찰하였다.  

 
Table 2 Test conditions 
Speed 
(Fn) Surge Bow 

Shapes A/L λ/L Run 
# 

0.142 Free, 
Fixed 

Original, 
Ax-bow 

0.005, 
0.0075 

0.3 2 
0.5 2 
0.75 2 
1.0 2 
1.2 2 
1.4 2 
1.6 2 
2.0 2 

 
  4.2.1 기존 실험결과들과의 비교 

 
KVLCC2 원본 선형의 모형시험 결과를 이미 알려진 

다른 기관의 모형시험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Fig. 8(a)는 
A/L이 각각 0.005, 0.0075인 파에서 상하동요의 운동응
답을 나타내고 있다. x, y축은 각각 무차원화된 파장과 
운동응답 값을 나타내며, A는 파의 진폭을 의미한다. Fig. 
8(b)는 종동요의 운동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운동응답은 
Osaka University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Osaka 
University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c)는 KVLCC2원본 선형의 부가저항을 
나타낸 것으로 운동응답보다 다양한 실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x, y축은 각각 무차원화된 파장과 부가저항을 나
타내며, A는 파의 진폭, B는 선박의 폭, L은 선박의 길이
를 의미한다. 비교 대상으로 Osaka University, INSEAN 
(Sadat-Hosseini et al., 2013), NTNU (Guo and Steen, 
2011)의 모형시험 결과를 이용하였다. 각 기관별로 전
반적인 경향은 유사하지만, 각각의 파장비에서 부가저항
의 값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관에서 수행한 반복 시험의 결과도 큰 차이를 보
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단파장 영역의 결과는 부
가저항의 값과 비교해서 반복 시험의 차이가 아주 큰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운동응답 계산결과
에서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부가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운
동을 측정하는 것 보다 실험 조건의 인자에 민감하게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부가저항의 
값은 큰 불확실성을 가지는 값으로 한번의 시험으로 신
뢰도 높은 값을 구하는 것은 힘들며 같은 조건에서 많은 
반복시험을 해야 신뢰도 높은 부가저항 값을 얻을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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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motion 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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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tch motion 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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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ed resistance  
Fig. 8 Comparison of motion RAOs and added resistance 
with other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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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tch motion 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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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ed resistance  
Fig. 9 Motion RAOs and added resistance for surge-free 
and surge-fix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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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 motion 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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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tch motion 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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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ed resistance  
Fig.10 Motion RAOs and added resistance for two wave 
amplitudes : A/L=0.005, 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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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ed resistance  

Fig.11 Motion RAOs and added resistance for original and 
Ax-bow shape 

 



4.2.2 전후동요의 자유도 
 
모형선의 전후동요의 구속 및 자유 상태에서의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 값을 비교하였다. Fig. 9은 KVLCC2 원본선형에 
대하여, A/L=0.005, 8가지 파장 비 조건에 대한 운동 응답과 
부가저항 값을 각각 나타낸다. 상하동요의 경우, 전후동요를 
구속한 경우와 구속하지 않은 경우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종동요의 경우 장파장 영역 (λ/L=1.4 이상 
영역)에서 전후동요 구속한 경우의 운동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전후동요와 종동요의 연성(coupling)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동요 운동응답은 장파장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부가저항의 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λ/L=2.0인 경우 전후동요를 구속한 
경우가 자유 상태인 경우보다 부가저항이 더 큰 값을 가졌다. 
단파장 영역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시험의 결과 차이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전후동요를 구속한 
경우와 구속하지 않은 경우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즉, 전후동요의 구속이 부가저항 값에는 큰 차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록 전후동요의 구속이 
부가저항 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모형시험법에서 설명한 이유를 고려하여 
전후동요를 구속하지 않는 시험법을 적용하였다.   

 
4.2.3 파고별 부가저항 결과 

 
파고의 크기가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고를 변화하면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각각 A/L=0.005, 0.0075인 경우에 대해서 Ax-bow 선형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응답과 부가저항 값을 나타내었다. 
운동응답은 파장이 모형선 길이와 유사한 영역, 즉 
λ/L=1.0~1.2 부근에서는 파고가 높아질수록 무차원화 된 
응답 값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파고가 
높아질수록 kA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선형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응답의 시험 
결과는 반복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가저항 값은 
파장이 모형선의 길이와 유사한 영역에서 파고가 높은 경우 
더 작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해당영역에서 파고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운동 응답 값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반복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파고가 더 큰 
경우에 반복성이 더 좋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파고가 더 클수록 부가저항이 파고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전저항에서 부가저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그 값의 크기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위의 
결과만으로 파고가 부가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 짓기는 
힘들며, 파의 영향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파고에서 더 체계적인 모형시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4.2.4 Ax-bow 선형의 부가저항 감소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KVLCC2의 부가저항 감소 선형인 Ax-bow 

선형의 부가저항 감소 효과를 살펴보았다. 파고가 동일할 때, 
원본선형과 Ax-bow 선형의 운동응답 및 무차원화 부가저항 
값을 Fig. 11에 각각 나타내었다. 상하동요 및 종동요 
응답의 경우, 원본 선형과 Ax-bow 선형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운동응답은 반복 
시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가저항의 
경우, Ax-bow 선형이 원본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파장이 모형선 길이와 유사한 λ/L=1.0 
부근과 단파장(λ/L=0.75 이하) 영역에서 Ax-bow 선형의 
부가저항 값이 다른 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계측결과는 Fig. 12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Fig. 12은 
KVLCC2 원본 선형과 Ax-bow 선형의 선수부에서 상대 
파고가 최대가 되는 순간의 영상을 보여준다. 단파장 
조건(λ/L=0.3)영역에 해당되며, 파고는 A/L=0.005이다. 
원본선형의 경우 선박에서 반사되는 파가 선수부 위쪽에 
많이 발생하여 선박의 앞쪽으로 진행하는 반면, Ax-bow 
선형은 날렵한 선형으로 인해서 반사되는 파가 옆으로 
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 3에서 
설명한 Ax-bow 선형의 부가저항 감소 원리와 일치한다. 
부가저항 감소 선형인 Ax-bow 선형은 반사파를 선박의 
앞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반사시켜 부가저항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2 Snapshot of model test, A/L=0.005, λ/L=0.3 
(upper : original, bottom : Ax-bow)   



 
5. 결 론 

 
원본 선형 및 Ax-bow를 장착한 KVLCC2 선형의 

부가저항을 서울대학교 선형수조에서 계측하였으며, 
선수부의 형상에 따른 부가저항의 절감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본 실험연구에서 계측된 KVLCC 원본 선형의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은 타 기관에서 계측된 실험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 부가저항 계측실험에 있어 전후동요의 구속에 의한 
부가저항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후동요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전후동요 
유체력의 큰 증가가 관찰되었고, 이는 계측장비에 
과도한 하중을 유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후동요를 
고정하지 않고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부가저항 실험 시 입사파의 파고가 높은 경우 
비선형성이 커지기 때문에 무차원화된 운동응답 및 
부가저항의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반복성은 좋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KVLCC2 원본 선형 및 Ax-bow 선형의 부가저항을 
계측하였으며, Ax-bow 선형의 부가저항이 원본 선형에 
비해서 다소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부가저항 감소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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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입자영상유속계와 포텐셜반류를 이용한 실선반류분포 추정
박성택, 서정화, 임태구, 한범우, 김동환, 이신형 (서울대학교)

Estimation of wake field of full scale ship using potential wake 
distribution and 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SPIV)
S. T. Park, J. H. Seo, T. G. Lim, B. W. Han, D. H. Kim, S. H. Rhee  (Seoul National Univ)

Abstract
In this study, Underwater stereoscopic PIV system in towing tank is validated and applied to measure a flow field 

around a model ship of KVLCC2. The nominal wake field was measured by forward towing test and potential wake 
field was measured by backward towing test of model ship. Also with ensemble-averaged velocity field, averaged 
speed and turbulent kinetic energy is derived and compared with existing experimental results. Also with the measured 
nominal wake field and potential wake field, nominal wake in full-scale was extrapolated using boundary layer theory 
and verify this through CFD results in full scale wake field of KCS which was calculated by ITTC committee and 
University of Iowa.

Keywords : Full scale wake field, 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Potential flow, Boundary layer

1. 서론
선체의 설계에 있어 주위 유동장 정보를 얻는 것은 선박의 저

항, 자항 성능과 운동 성능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의 발효로 인해 선
박의 연료 효율에 대한 관심이 커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
물을 장착하여 선박의 추진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Kawamura et al., 2012) 이러한 연구에서 모형시
험 단계에서 선미의 유동장 정보를 얻는 것은 부가물의 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 많은 예인수조 시설에서는 5공 피토관을 이용하여 모형
선 주위의 유동장을 계측해왔으며 몇 가지 공개된 선형에 대해서
는 이러한 유동장 정보를 선박 자체의 저항, 자항 정보와 더불어 
전산유체역학 해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Kim et 
al., 2001; Van et al., 2006) 하지만 피토관 자체는 한 점의 평
균 속도장을 계측하는 기법으로 유동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레이저 도플러 속도계 (Laser Doppler 
Velocimetry, LDV), 입자영상유속계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와 같은 실험 기법이 예인수조 시설에 도입되어 다양한 선형 
주위의 유동장을 계측하는데 이용되었다. 

이 중 PIV는 한 번에 특정 평면의 속도장 성분을 계측할 수 있
고 앙상블 평균으로부터 난류 성분을 계측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가장 기본적인 2차원 PIV를 이용
한 유동장 계측 결과의 3차원 적층을 통한 DTMB 모형의 선미 
유동장 계측 (Gui et al., 2001), 파랑 중에 놓인 동일 모형의 선
미 유동장 계측이 수행되었으며 (Longo et al., 2007)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2차원 평면의 3차원 속도 성분을 얻어낼 수 있
는 스테레오 입자영상유속계가 (Stereo Particle Image 
Velocimetry, SPIV) 예인수조에 도입된 이후 균일류 기반의 교정
시험 (Grizzi et al., 2010), PMM 항주중인 DTMB 모형 주위의 
유동장 계측 등 (Yoon, 2009)이 수행된 바 있다. 이들 실험을 통
해 그간 얻을 수 없던 세밀한 국부 유동의 계측이 수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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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연료 절감 장치 (Energy Saving Device, ESD)의 장착
에 의한 선미 유동장 변화를 계측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Nagaya et al., 2011) 

하지만 이들 연구 결과는 모형선 주위의 유동장 계측에만 한
정된 것으로 결국 실선 스케일의 선미 유동장의 추정을 위한 실
험 자료의 제공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국제수조회의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에서는 이와 관련
하여 다양한 실선 반류 추정 기법을 비교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 새로이 설치된 SPIV의 
기본 성능을 유입류 계측을 통하여 평가하고 SPIV를 이용해 
KRISO Very Large Crude Carrier 2 (KVLCC2) 선형의 선미 유동
장을 계측하여 평균 유동장과 난류 성분을 얻어 다른 연구 결과
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예인 전차의 후진 시험
을 통하여 KVLCC2의 포텐셜 반류분포를 계측하고 이와 함께 경
계층 이론을 통하여 실선 스케일의 반류 분포를 간략하게 추정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선스케일의 CFD 계산 결과
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략적인 검증을 수행하였다. 

2. 실험 대상
실험이 수행된 서울대학교 예인수조 시설은 길이 110m, 폭 

8m, 깊이 3.5m 이며 여기에 사용된 예인전차 시스템은 최고 속
도 5m/s 로 모형선을 예인할 수 있다. Fig. 1과 Fig. 2는 SPIV와 
예인전차의 개략적인 배치 구조이다.

Fig. 1 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Setting condition  

Fig. 2 Desig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SPIV 시스템을 이용해 계측된 유동장은 LaVision 사의 Davis 
V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되었다. 3차원 속도 성분의 해석
을 위해 우선 각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입자 영상에 대해 상호상
관을 이용한 2차원 해석이 1회 이루어진 뒤 이들 결과와 교정시
험 결과를 바탕으로 3차원 속도 벡터를 얻어내었다. 한 번의 예
인 시험 동안 250쌍의 입자 영상이 얻어졌고 이들의 앙상블 
(Ensemble) 평균을 취해 평균 속도장을 얻어내었다. 조사 구간
의 크기는 64×64 픽셀로, 50%의 오버랩을 두었을 경우 약 
6000개의 속도 벡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벡터가 가로, 
세로 각각 1.6mm 인 평면의 대표 벡터가 됨을 의미한다. 

실험에 사용된 선형은 KVLCC2 선형으로 1/100 스케일로 제
작되었으며 선체 표면은 레이저의 반사를 막기 위해 무광 검정으
로 도색되었다. 실험은 실선 기준 15.5knots 에서 수행되었으며 
이 때의  수는 0.142이다. 공칭 반류를 계측하기 위해 
Station 0.35의 위치에서 유동장 계측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모형선의 주요 치수이며 Fig. 3은 KVLCC2 선형의 형상이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model ship
Item Full Scale Model
Lppl 320m 3.2m
Beam 58m 0.58m
Draft 20.8m 20.8m

Dia. of Prop. 9.80m 0.098m
Cb 0.8098

S w/o rudder 27194m2 2.7194m2

Displacement 312,622m3 0.312m3

Speed 7.97m/s 0.797m/s
Reynolds number 2.50×109 2.50×106

Froude number 0.142

Fig. 3 Desing of KVLCC2



SPIV 실험을 위해 모형선은 자세를 고정하기 위해 선미와 선
수, 선체 중앙을 고정하는 예인시스템에 구속되게 된다. 이 구속 
시스템은 선수와 선미 트림을 독립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데 
KVLCC2 선형의 실험을 위해서 선수와 선미 모두 설계 흘수대로 
고정하였다. Fig. 4는 선체 고정 시스템의 구조이며 Fig. 5는 실
험 중인 SPIV와 KVLCC2의 사진이다. 

Fig. 4 Model ship fixing mechanism 

Fig. 5 Snapshot of experiment

3. 균일 유동 계측 결과
KVLCC2 모형선의 실험에 앞서 SPIV 시스템의 신뢰도와 SPIV 

시스템 자체가 유동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모형 없이 예인전차를 균일한 속도로 달리면서 얻어지는 균
일 유동을 SPIV로 계측하여 그 결과를 얻었다. Fig. 6은 1m/s 의 
예인 속도로 전진 중인 예인전차의 균일류 계측을 통해 얻어진 3
가지 방향 성분의 유동장과 표준 편차이다. 이 때 예인 방향을 
제외한 다른 방향의 속도 성분과 난류 성분은 0인 것으로 간주된
다. 따라서 균일류 계측 결과는 기준 값에 대해서 얼마나 시, 공
간적으로 균일한 값을 보이는지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유동 속도의 분포가 균일하여 한 계측 평면에서 
최대 2%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속도 
성분에 대해 동일하며 표준 편차 또한 최대 5%의 분포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일반적인 유동 상황의 반대인 카메라가 레이저 시트의 

앞에 위치한 상황에 대해 실험을 수행해 이를 통해 후진 상황에
서 SPIV시스템의 카메라 케이스가 유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Fig. 7은 동일 속도에서 예인전차를 후진시키며 얻
은 속도장 계측 결과이다. 

Fig. 6 Uniform flow measurement results

Fig. 7 Uniform flow measurement results in backward     
           towing condition



Fig. 7 에서도 앞서 전진 상태의 균일 유동장 계측 결과와 유
사한 속도 분포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앞서 나타난 공간상의 
특정한 속도 분포 패턴이 그대로 확인되었는데 따라서 전진 상태
의 균일류 계측 결과에서 나타난 균일류에 대한 오차 값은 SPIV 
카메라 케이스에 의한 유동 교란 보다는 카메라의 광학적인 특성
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예인 
방향에 따른 크기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예인 전차 자체가 후
진 시 속도가 불안정하게 분포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
다. Table 2에서는 각 예인 속도 별로 전진 시 기록된 평면상의 
속도 벡터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예인 속도로 무차원화 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 Uniform flow measurement results
Item 0.5m/s 1.0m/s 1.5m/s

Average
X -1.6% -1.4% -1.3%
Y -0.7% -0.8% -0.8%
Z 0.2% 0.2% 0.2%

RMS
X 2.1% 1.9% 1.8%
Y 1.7% 1.4% 1.3%
Z 0.1% 0.1% 0.2%

균일류 계측 결과 예인 속도에 따른 SPIV의 오차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전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속도와 표준편차의 값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예인전차 시스템의 컨트롤이 저속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짐을 나타낸다. 그리고 z방향 표준 편차의 경우 고속에
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속에서 전차의 상하방향 
진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KVLCC2 유동장 계측 결과
KVLCC2의 선미 유동장 계측 결과에서 길이 차원은 프로펠러 

지름, 속도 벡터의 크기는 예인 속도, 난류 운동 에너지 
(Turbulence Kinetic Energy, TKE)는 예인 속도의 제곱으로 나누
어 무차원화를 수행하였다. Fig. 8은 평균 속도장 계측 결과이다. 
평균 속도장 계측 결과 저속 비대선의 특징적인 선미 유동장이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비교 검증 결과로 
활용되던 5공 피토관 계측 결과 (Kim et al., 2001), 풍동 열선 
유속계 결과 (Lee et al., 2003)와 비교되었으며 그 결과는 Fig. 
10 에 나타내었는데 진행 방향 속도 성분이 전체적으로 잘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속도장 으로부터 TKE를 
계산해내었다. Fig. 9은 그 결과이다. 앞서 평균 유동 장 에서 속
도의 구배가 큰 부분에 TKE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다른 실험 결과에서도 함께 확인된 현상이다. (Kim et 
al., 2011) 

Fig. 8 Averaged velocity field at station 0.35

Fig. 9 TKE distribution at station 0.35

Fig. 10 Compare of longitudinal speed



이후 모형선을 장착한 채로 예인전차를 후진시키며 동일 평면
의 유동장을 계측하여 포텐셜 반류 성분을 계측 하였다. 균일류 
계측 결과에서 SPIV의 카메라가 레이저 시트 앞에 있는 상황에서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와 같
이 계측한 결과 또한 SPIV 시스템이 유동 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11은 이렇게 얻어진 포텐셜 반류 분
포이다.

Fig. 11 Potential wake field at station 0.35

       
5. 실선 반류분포 추정의 이론적인 배경

Fig.12 Streamlines at different  showing separation 
delay

 실선의 반류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은 실선의 
반류분포가 포텐셜 반류와 모형선의 공칭반류분포 사이에 존재
한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Fig.12 에서 간략하게 나타나듯
이 수가 커지면 벽면에서 유동입자의 교란성분이 증가하며 
진행방향의 모멘텀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난류경계층이 역압력 
구배의 발생을 더욱 지연시켜 유동박리 지점이 후류로 옮겨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수가 ∞  로 다가갔을 때 포텐셜 유동으
로 된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식을 도입하여 실선의 반류분
포를 추정하였다.
 
  ×  × ≤       (1)

Eq.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범위를 가지는 를 도
입하여 모형선의 공칭반류와 포텐셜 반류의 비율을 조정하였고 
그 값은 아래 Fig.13 과 같이 평판의 난류유동에서의 ‘Blasius 
equation’을 이용하여 무차원 경계층 두께비를 통해 도출하였다.

Fig. 13 Averaged velocity line in 2D flat plate at Model & 
      Full scale’s  numbers of KVLCC2

즉, Fig.13 에서 모형선과 실선의 수에 관해 평판에서의 속도 
분포를 도시한 뒤 Eq.2 를 이용하여 를 도출하였다.
       (2)

 그렇지만 포텐셜 유동의 경우 점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Eq.1 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실선에서 선체 벽면에 의한 점착 조
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실제로 후진 시험을 통해 포텐셜 반류를 
계측한 경우에서도 프로펠러 평면으로 유입되는 유입류는 선체 
벽면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Eq.2 를 그대로 Eq.1 에 적용할 경
우 선체 표면과 가까운 프로펠러 평면 부근에서 속도는 점착 조
건이 만족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 값 보다 큰 값이 도출되게 된다. 
그러므로 프로펠러 평면에서의 선체 벽면 효과를 고려해 주기 위
해 가중치   를 도입하여 Eq.3 을 적용하였다. 

   ×   × ≤    
                                                    (3)

  
    ,     

   (4)
                                            
  의 경우 프로펠러 평면의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벽면에 대한 
정의를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에 대한 벽면으로 간단하게 고려하기 
위해 우선 프로펠러축에서부터, 프로펠러 평면과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연직 상 방향으로 이은 선이 선체와 만나는 지점까지를 
벽면  로 정의하였고, 그 지점에서 수평방향으로 이은 선을 
벽면 로 정의하였다. 그 뒤 Fig.14와 같이 모형선 스케일에서의 
수에 대한 경계층 두께를 반경으로 설정하여 프로펠러축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도시하고 이 원과 접하는 2차 곡선을 이용해 



Fig. 17  Estimation result of full scale wake of KVLCC2  

Fig. 14 Define the    as a non-dimensioned value

가중치   가 적용되는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제 Eq.4를 계산 
하기 위해 벽면에서의 무차원 거리   를 정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Fig.14와 같이 실선 스케일의 유속값을 계산할 지점에서부터 
    의 거리를 각각의 전체 점선 길이로 나누어 줌으로써 
도출하였다. 또한 Eq.4에서 지수함수 계수의 역수 값인 n은 
3으로 설정하였고 앞의 무차원 거리인    로 인해 가중치 
는 벽면에서 0, 가중치가 적용되는 영역의 경계에서 1의 
값을 지니게 된다. Fig.15에 모형선 스케일의 KVLCC2에 대해 
프로펠러 한쪽 평면에서 이와 같이 가중치가 분포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제 Fig.15의 결과를 Eq.3에 대입하여 실선에서의 
반류분포 추정치를 계산하여 아래 Fig.17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유속 분포는 모형선 스케일에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이지만 
프로펠러 평면 바깥쪽 에서는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프로펠러 설계 시에 활용되는 반경별 반류계수값
을 Fig.16에서 알아보면 허브와 팁 쪽에서는 반류비의 차이가 비

Fig. 15 Define the    as a non-dimensioned value

 

Fig.16 Radial distribution of nominal wake factor of KVLCC2

교적 적고 0.7 부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6. CFD를 이용한 실선추정방법의 검증

Fig. 18 KCS wake contour calculated by Specialist       
           Committee on Scaling of Wake Fields of the 26th  
            ITTC (Wake factor)

Fig. 19  Estimation result of KCS wake field 
          represented as color map (Wake factor)

이 방법을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선을 예인하여 반류
분포를 계측하여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의 CFD를 통한 모형선과 실선 스케일의 계산 결과를 이
용해 이를 비교하여 간략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선형은 KVLCC2의 경우 실선계산을 수행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KCS 선형을 이용하였다. Fig.18 및 Fig.20 은 각각 
ITTC와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계산한 KCS 선형의 반류분포 결과
이고, Fig.19 와 Fig.21 은 본 서울대학교 선박저항성능 연구실

Fig. 20 KCS wake contour calculated by Hydroscience   
           and Engineering, The University of Iowa          
           (Non-dimensioned velocity)

Fig. 21  Estimation result of KCS wake field represented  
            as contour line (Non-dimensioned velocity)

에서 계산한 모형선 스케일의 반류분포 결과와 앞의 방법을 이용
한 실선추정 결과이다. 각각의 그림에서 왼쪽은 모형선스케일, 
오른쪽은 실선스케일의 반류분포 결과로 Fig.19 와 Fig.21 은 동
일한 결과로써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형식으로 나
타내었다. 또한 Fig.18 과 Fig.19 의 경우 반류계수 값을 도시하
였고 Fig.20 과 Fig.21 의 경우 무차원 속도를 도시하였다. 세 경
우의 모형선 스케일에 대한 CFD 결과가 모두 엄밀하게 동일하지
는 않지만 실선 확장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대략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반류분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18과 Fig.19 를 비교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서 반류분포로 나
타낸 값의 색상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Fig.18 의 경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반면 Fig.19 의 경우 동일한 값
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른 값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색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비슷한 양
상을 가지고 반류분포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Fig.20 과 Fig.21 에서도 근소하게나마 속도 분포가 증가하는 형
태가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계산한 모형선, 실선 CFD결과와 비교
적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SPIV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형선의 공칭반류와 

포텐셜 반류를 계측하였고 균일 유동 측정 및 RMS 계측을 통해 
SPIV의 계측 정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를 통해 간
략하게 실선의 공칭반류를 추정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선의 
공칭반류 측정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가 ∞로 다가갈수
록 유동이 포텐셜 유동에 가까워진다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평판
유동에서는 수가 ∞ 다가갈수록 경계층 두께가 Blasius 
equation에 의해 무한소로 다가가므로 이와 같은 가정이 합리적
이라고 고려할 수 있지만 값이 증가할수록 이와 같은 가정은 
실제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진다. KCS 선형의 
경우 컨테이너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값이 작아 실선 영
역에서의 CFD계산 결과와 실선추정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
낸 것으로 보이나 벌크선이나 유조선과 같이 값이 큰 선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은 실제 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고려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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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감쇠기법을 이용한 분할모형의 접수 감쇠계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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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 Damping Estimation of the Segmented Hull Model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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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s paper presents the wet damping estimation of the segmented hull model using the random decrement technique together with the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The tested 16 sea states are grouped together based on the speed of the ship in order to figure out the 
possible influence of the ship speed on the damping ratio. The measured time histories of vertical bending moment for each tested sea 
state were processed with random decrement technique to derive the free decay signal, from which the damping ratios are estimated. 
Also, the autocorrelation functions of the filtered signal were calculated and comparison was made with the free decay signal obtained 
from the random decrement technique. Then the wet damping ratios for each sea state group, as well as precise wet natural frequencies, 
are estimated by using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It turned out that the wet natural frequencies derived from the measured signal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screpancy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by wet hammering test, whereas the damping ratio did. It was 
considered that the discrepancy of the damping ratio between in calm and moving water may be attributed to the viscous effects caused
by dramatically different flow pattern and relative velocity between the vibrating structure and surrounding fluid particles.  
 
Keywords: Random decrement technique(랜덤 감쇠기법),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연속 웨이블렛 변환), Autocorrelation function(자기
상관합수), Hydroelasticity(유탄성), Springing(스프링잉), Whipping(휘핑), Wet damping(접수 감쇠계수) 
 

1. 서 론 
파랑하중에 기인하는 선박의 전선 진동현상은 크게 입사파

의 조우 주파수와 선체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여 발생하는 정
상 진동 현상인 스프링잉과 선수 혹은 선미부가 자유수면을 뚫
고 들어가며 발생하는 충격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 진동 현
상인 휘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유탄성 현상으로 인해 선
체에 작용하는 응력의 반복 횟수가 증가하거나 중앙단면에 걸
리는 최대 굽힘 모멘트의 절대적인 양이 증가하여 피로수명의 

저감 및 설계하중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진동하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고유 모드 및 감쇠 계수 등
과 같은 모달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은 많은 공학 분야에서 중
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잡아 왔는데, 특히 랜덤 감쇠기법과 연속 

웨이블렛 변환은 이러한 모달 파라미터의 추정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기법들로 알려져 있다. 

랜덤 감쇠기법은 항공기의 운전 중 손상 여부의 판단과 구조
물의 동적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ole(1968, 

1971)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는데, 다른 기법들과 달리 기진

력에 대한 정보 없이 계측된 구조물의 응답만을 통해 모달 파
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는 랜덤 감쇠기법을 

통해 계측된 시그널의 자기 상관함수를 도출하고 자기 상관함
수의 포락선(Envelope)의 변화를 토대로 구조물에 발생한 손상
을 성공적으로 감지했다. Ibrahim and Mikulkic(1977)은 자기 랜
덤 감쇠신호 및 상호 랜덤 감쇠신호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자유
도 진동 신호에 대한 고유 진동수의 추정과 고유 모드를 추출
해 내는 데 성공하였다. Vandiver(1982)는 랜덤 감쇠신호가 신
호의 자기 및 상호 상관 함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수학적
으로 증명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호 관계는 랜덤 감쇠신호의 도
출에 적용된 트리거링 조건에 의해 결정됨을 보였다.  

동적 시스템의 모달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기법으로 연
속 웨이블렛 변환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taszewski and 

Cooper(1995)는 모아렛 웨이블렛 함수를 이용한 동적 시스템
의 모달 파라미터 추정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후에 

Staszewski(1997)는 점근 근사기법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충격 

응답함수에 대한 모아렛 웨이블렛 변환과 시스템의 고유 진동
수 및 감쇠계수 등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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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고유 특성과 충격 응답함수의 웨이블렛 변환 간의 상
관관계는 웨이블렛 변환의 주파수 분해능으로 인해 모드간 연
성이 발생하는 다자유도 시스템에도 문제없이 적용이 가능함이 

증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탄성 현상의 분석을 위해 선형 수조에서 시
험된 분할 모형의 접수 감쇠계수를 랜덤 감쇠기법 및 연속 웨
이블렛 변환을 통해 추정하였다. 시험에 적용된 16개의 해상상
태를 유의파고 및 선속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리하고 계측
을 통해 얻어진 각 그룹에 대한 종굽힘 모멘트를 랜덤 감쇠기
법을 통해 분석하여 시스템의 자유 감쇠신호를 추정하였다. 얻
어진 자유 감쇠신호를 모아렛 웨이블렛 함수를 이용하여 연속 

웨이블렛 변환하고 이를 통해 전진 속도 하에서의 감쇠계수 및 

고유 진동수를 추정하고 이를 정수 중에서 수행된 해머링 시험
의 결과로 도출된 값들과 비교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랜덤 감쇠기법 

 

랜덤 감쇠기법은 기진력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동적 시스템
의 모달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식(1)

에 보인 바와 같이 주어진 조건, Tx(t) 에 대한 시그널 x(t)의 앙상
블 평균으로 정의된다. 

 

( )( ) ( )xx x tD E x t Tτ τ⎡ ⎤= +⎣ ⎦  (1)

 

주어진 시그널 x(t)가 정상적임을 내포하고 있는 에르고딕 가
정을 도입하면 식(1)의 앙상블 평균은 주어진 샘플에서의 시간 
평균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이를 이산화된 시그널 x(t)에 적용하
면 식(2)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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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주어진 트리거링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
수를 의미하며 τ는 랜덤 감쇠신호의 길이를 의미한다. 트리거링 

조건 Tx(t) 는 레벨 교차 트리거링, 국부 최대값 트리거링, 영교차 
트리거링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레벨 교차 트리거링을 적
용하였다. 
 

2.2 웨이블렛 변환 

 

웨이블렛 변환은 전통적인 퓨리에 변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단구간 퓨리에 변환(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이 갖는 시간 및 주파수 분해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웨이블렛 함수 Ψa,b(t)는 식(3)과 같이 모 웨이
블렛 함수 Ψ(t)를 팽창 및 이동시킴으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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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웨이블렛 함수의 시간 분해능과 관계 있는 팽창 

파라미터를, b는 웨이블렛 함수의 시간 축에서의 위치를 결정하
는 이동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웨이블렛 변환은 주어진 함수와 

식(3)에 보인 웨이블렛 함수 간의 내적 통해 이루어 지는데, 주
어진 함수 x(t)가 전 구간에 걸쳐 적분 가능한 경우 함수 x(t)에 

대한 웨이블렛 변환은 식(4)과 같은 형태로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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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Ψa,b*(t)는 Ψa,b(t)의 공액 복소함수를 의미한다. 주어진 

함수를 상호 직교하는 웨이블렛 함수로 분해하는 이산 웨이블
렛 변환과는 달리, 식(4)에 주어진 웨이블렛 함수의 파라미터 a 

및 b는 임의의 연속 값으로 선정이 가능한데, 그러한 특성에 따
라 식(4)은 연속 웨이블렛 변환이라고 일컬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시스템의 모달 파라미터 예측 혹은 충격
신호 추출 등의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모아렛 웨이블렛 함수를 

적용하였다.  

 

2.3 모달 파라미터 추정 

 

감쇠를 동반한 1자유도계에 대한 충격응답의 일반 해는 식
(5)와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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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n은 감쇠가 없는 경우의 각 고유 진동수를, ωd는 감
쇠가 고려된 경우의 각 고유 진동수를 나타내며, ζ는 감쇠계수
를 의미한다. Staszewski(1997)에 의하면, 식(5)로 주어진 자유 

감쇠신호의 웨이블렛 변환은 주어진 시간 b 근처에서 테일러 

전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 ) 0( )( , ) *
2

n db i b
d

aW a b Be a eςω ω φ
ψ ψ ω− +≈

 
(6)

 

특정 팽창 파라미터 a0에 대해서 식(6)에 주어진 웨이블렛 



 

 

 

 

 

변환의 절대값은 식(7)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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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7)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웨이블렛 변환 계수와 시스템
의 감쇠계수 및 고유 진동수와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0ln ( , ) nW a b b Cψ ςω≈ − +
 

(8)

 

3. 모형 시험 
3.1 시험 모델 및 조건 

 

축소 분할 모형시험은 재화 중량 400,000톤 급 초대형 살물 

운반선(Very Large Ore Carrier)에 대해 수행되었다. 분할 모형
의 축척비는 1:60으로 선형 수조에서 재현이 가능한 최소 파도
의 파장에 따라 결정이 되었으며, 길이, 시간, 주파수 및 모형선
의 강성 등은 모형선과 실선의 Froude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결
정하였다. 

 

 Fig. 1 Test model (1/60 scale) 
 

전체 모형은 4부분의 강체 블록으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강체들 사이에는 강성의 조절이 가능한 유연한 연결구조로 연
결하였다. 유연한 연결부는 선체의 L/4, 2L/4, 3L/4의 위치에 배
치가 되었으며, 저속 비대선의 특성상 선수파 하에서의 유탄성 

응답이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종방향 굽힘 강성에 대한 효
과만 고려하였다. 또한, 유연한 연결부가 설치된 절단면에 로드 

셀을 설치하여 종방향 굽힘 모멘트와 종방향 전단력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선의 고유 진동수는 정수 중에 떠있는 

모형선의 선미부에 충격하중을 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접수 

해머링 시험을 통해 얻었으며 조절이 완료된 모형선의 종방향 

1차 및 2차 굽힘 모드에 대한 고유 진동수는 0.47Hz 및 

1.07Hz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튜닝된 모형선을 JONSWAP 

스펙트럼으로 표현된16개의 서로 다른 단기 해상상태로부터 추
출된 파랑 하에 주어진 전진속도로 견인하였다. Table 1은 시험
에 사용된 16개의 단기 해상상태 및 선속에 대한 정보를 나타
낸다. 

Table 1 JONSWAP parameter of the tested sea state and 
ship speed (Full scale values)  

Sea 
state 
group

Sea 
state
No.

γ sH [m] pT [sec] Speed 
[kts]

1 
1 1 2.5 9.2 14.5 
2 1 2.5 12.0 14.5 
3 1 2.5 14.8 14.0 
4 1 2.5 17.7 14.0 

2 
5 3 4.5 8.6 12.0 
6 1 4.5 12.0 12.0 
7 1 4.5 14.8 11.0 
8 1 4.5 17.7 11.0 

3 
9 5 6.5 8.2 8.0 
10 1.5 6.5 11.8 8.0 
11 1 6.5 14.8 7.0 
12 1 6.5 17.7 7.0 

4 
13 5 8.5 8.2 6.0 
14 4.2 8.5 10.9 6.0 
15 1 8.5 14.8 5.0 
16 1 8.5 17.7 5.0 

 
3.2 접수 해머링 시험 

 

모형선의 접수 고유 진동수 및 감쇠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정수 중에 떠있는 모형선에 충격하중을 가하여 응답을 계측하
는 접수 해머링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2는 충격하중이 가해졌
을 때 모형선의 L/4위치에서 계측된 수직 굽힘 모멘트의 시간
이력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모형선의 종굽힘 1차 및 2차 고유 

진동수로 진동하는 감쇠신호가 포함된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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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Bending moment time history at L/4 under 
hammering load 

 

접수 해머링 시험을 통해 얻어진 종굽힘 모멘트의 연속 웨이
블렛 변환 결과를 통해 계산된 종굽힘 1차 및 2차 모드에 대한 

접수 고유 진동수 및 감쇠계수는 각각 0.474Hz, 0.552 및 

1.070Hz, 0.465로 나타났다. 

 

 



 

 

 

 

 

4. 모형시험 결과분석 
4.1 자유 감쇠신호 도출 

 

16개의 단기 해상상태에서 수행된 모형 시험으로부터 계측
된 종굽힘 모멘트의 시간이력을 랜덤 감쇠기법을 적용하여 자
유 감쇠신호를 도출하였다. Fig. 3은 해상상태 그룹 1에 속한 4

개의 단기 해상상태에 대한 랜덤 감쇠신호를 나타낸다. 서로 다
른 4개의 단기 해상상태에 대한 랜덤 감쇠신호 간의 차이는 거
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해상상태 그룹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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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irst mode –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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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cond mode – Group 1 
Fig. 3 Random decrement signature for sea state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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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irst mode –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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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cond mode – Group 1 
Fig. 4 Comparison between random decrement 

signature and autocorrelation function 

Fig. 4는 해상상태 그룹 1에 속한 4개의 단기 해상상태에 대
해 평균한 랜덤 감쇠신호와 같은 조건으로 얻어진 자기 상관함
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랜덤 감쇠기법을 통해 얻어진 랜덤 감쇠
신호와 자기 상관함수가 서로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
다.  

 

4.2 감쇠계수의 추정 

 

모형선의 감쇠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각각의 해상상태 그룹
에 대해 얻어진 자유 감쇠신호를 연속 웨이블렛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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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cond mode 
Fig. 5 Wavelet coefficient for each sea state 

group 
 

Fig. 5은 종굽힘 1차 및 2차 모드에 대한 전체 4개의 해상상
태 그룹에 대한 웨이블렛 변환 계수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앞선 

해머링 시험의 결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웨이블렛 변환 계수의 

단면도에서 직선 구간으로 나타난 영역에 대한 기울기를 감쇠
계수의 추정에 사용하였다. 직선 구간은 1차 모드의 경우 

20~40초 구간을, 2차 모드의 경우 10~20초 구간을 선택하였
다.  

Table 2는 연속 웨이블렛 변환을 통해 얻어진 4개의 해상상
태 그룹에 대한 감쇠계수 및 고유 진동수 추정 결과를 정수 중 



 

 

 

 

 

해머링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 값들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자유 감쇠신호를 통해 추정된 고유 진동수와 해머링 시험을 

통해 얻어진 고유 진동수는 0.5%이내의 오차를 보일 정도로 

상호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박의 전진 

속도 및 파랑의 존재로 인한 부가수 질량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able 2 Estimated damping ratio and natural frequency 
Sea 
state 
group 

ς (Estimated) 
1st mode/2nd mode

ς  (Hammering) 
1st mode/2nd mode 

1 0.629/0.544 
0.559/0.478 2 0.669/0.539 

3 0.650/0.566 
4 0.664/0.434 

Sea 
state 
group 

nf (Estimated) [Hz]
1st mode/2nd mode

nf (Hammering) [Hz] 
1st mode/2nd mode 

1 0.476/1.075 
0.474/1.070 2 0.475/1.075 

3 0.474/1.075 
4 0.474/1.072 

 
기대하였던 바와는 달리 1차 및 2차 모드에 대한 감쇠계수 

모두 모형선의 속도에 대한 의존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
았다. 해상상태 그룹 4의 2차 모드에 대한 결과를 제외하고 추
정된 감쇠계수는 해상상태 그룹별로 큰 편차 없이 유사한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랑 감쇠계수의 경우 운동하는 물체의 진동수가 커지는 경
우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해 나가는 것이 보통이
며, 진동하는 구조물에 의해 방사되는 파랑은 정수 중과 파랑 

중 전진하는 경우 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므로 

두 경우의 감쇠계수의 차이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Table 2에 보인 감쇠계수의 차
이는 구조물의 운동과 주변 유체 간의 상대속도에 의해 지배 

받는 유체 점성력에 의한 감쇠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축소된 분할 모형시험을 통해 얻어진 굽힘 모
멘트의 시간이력을 랜덤 감쇠기법을 통해 처리하여 자유 감쇠
신호를 얻고, 연속 웨이블렛 변환을 통해 감쇠계수를 추정하였
다. 본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모형 시험에 적용된 16개의 단기 해상상태를 선속에 따라 

4개의 해상상태 그룹으로 묶고, 각 해상상태 그룹에 대한 

자유 감쇠신호를 도출하였다. 자유 감쇠신호는 계측을 통해 
얻어진 단기 해상상태 별 굽힘 모멘트의 시간이력을 랜덤 
감쇠기법으로 처리하여 도출하였다.  

 랜덤 감쇠기법을 통해 얻어진 자유 감쇠신호는 대역 필터
를 통해 필터된 신호의 자기 상관함수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탄성 응답의 협대역 특성
을 매우 잘 반영하는 결과로 자유 감쇠신호를 얻기 위해 필
터된 신호에 대한 자기 상관함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충분
함을 방증한다. 

 파랑 중 전진하는 모형선의 계측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감
쇠계수는 정수 중 해머링 시험을 통해 얻어진 감쇠계수에 
비해 최대 20% 정도 큰 값을 보였다. 이러한 감쇠계수의 
차이는 운동하는 구조물과 주변 유체의 상대속도에 비례하
여 발생하는 점성 감쇠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 고 문 헌 

Cole, H.A. 1968. .On-The-Line Analysis of 
Random Vibrations. AIAA Paper No. 68-288 

Cole, H.A. 1971. Method and Apparatus for 
Measuring the Damping Characteristics of a 
Structure. United States Patent No.3, 620,069, 
Nov.16 

Ibrahim, S.R. Mikulcik, E.C. 1977. A Method for the 
Direct Identification of Vibration Parameter from 
the Free Response. Shock and Vibration Bulletin. 
47(4). 183-198 

Staszewski, W.J. 1997. Identification of Damping 
in MDOF Systems Using Time-Sale 
Decomposition.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203(2). 283-305 

Staszewski, W.J. Cooper, J.E. 1995. Flutter Data 
Analysis Using the Wavelet Transform. 
Proceedings of the MV2 International Congress 
on New Advances in Modal Synthesis of Large 
Structure : Nonlinear Damped and 
Non-Deterministic Cases. Lyon. France. 5-6 
October. pp.549-561 

Staszewski, W.J. Cooper, J.E. 1997. Wavelet 
Approach to Flutter Data Analysis. AIAA Journal 
of Aircraft. 39(1). 125-132 

Vandiver, J.K. Dunwoody, A.B. Campbell, R.B. 
Cook, M.F. 1982. A Mathematical Bases for the 
Random Decrement Vibration Signature Analysis 
Technique. Journal of Mechanical Design. 104. 
307-3 



평판의 난류경계층내 미소기포에 의한 마찰저항 감소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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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of friction by micro-bubbles in turbulent boundary layer of 
flat plate

Geun-Tae Yim, Kwang-Soo Kim, Bu-Geun Paik, Yoo-Chul Kim, Kyung-Youl Kim, Jin Kim
MOERI/KIOST 

요 약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마찰저항 감소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선박에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의 목표를 달성한 바도 있지만, 마찰저항 감소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류 경계층내의 마이크로 버블의 거동특성을 
가시화하고 마찰저항 감소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본 연구에서는 지름40 µm 에서 
100 µm 범위의 미소 기포를 평판 경계층 내에 분사하여 국부마찰력의 감소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중형 공동터널에서 평판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가압융해식으로 생성된 기포혼합
액을 분사장치를 통해 경계층에 공급하며 국부 마찰력을 계측하고 버블이 없는 유동에 의한 
마찰력과 비교하였다. 국부 마찰력계측을 위하여 최대 1N 용량의 국부 마찰력센서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유속 및 기포의 양을 변화시키며 계측하여 최대 16%의 국부 마찰력 감소를 확
인하였다. PIV와 BIV 기법을 활용하여 난류경계층내의 마이크로 버블을 가시화를 시도하고, 마
이크로 버블 거동 특성의 해석과 함께 마찰저항 감소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확보하였다.

Keywords : Micro bubble (미소기포), frictional drag (마찰저항), flat plate (평판), turbulent boundary layer (난류경계층), PIV, B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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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Application of CFD for Design of Energy Saving Duct 
mounted on Ship stern 

 Kwang-Soo Kim,Yoo-Chul Kim,Jin Kim,Geun-Tae Yim,Chang-Yong Lee,Young-yeon Lee,Haeseong Ahn 
MOERI/KIOST 

 
요 약 

 
This research investigates designs for duct type of the energy saving device attached on the stern of a VLCC hull form. The parent design 

for the duct type is SSD (Super Stream Duct), which originally developed by Hitachi Zosen. The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 investigates the flow field around the ship equipped with the energy saving devices as well as their hydrodynamic effects on the 
resistance reduction and propulsive performance. Considering a wide range of design parameter variation studies for the ducts, reduction of 
the resistance and increase of the hull efficiency are numerically analyzed. The optimal shapes of duct are selected by numerical 
computation. The main idea for the energy saving duct i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hull efficiency in order to increase the 
propulsive efficiency. For verifying the energy saving effects of the selected device, the typical towing tank model tests are carried out at the 
towing tank.  
 
Keywords: Energy saving devices(에너지저감장치),SSD,CFD, Resistance(저항), Self-propulsion(자항), Propulsive efficiency(추진효율) 
 

1. Introduction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 such as the mandatory adoption 

of the EEDI measures from IMO, becoming the most important 
issues facing the shipbuilding industry today, the demand for 
developing the energy saving technologies of ships becomes very 
strong. The improvement of propulsive performance through the 
optimization of hull forms is almost reached its limit. Therefore, it is 
desired that energy saving equipment with high cost performance 
should be developed. Various energy saving devices can be applied, 
but the practically applicable devices should be simple, relatively 
cheap to install, easy to maintain. At this point,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energy saving devices are duct type devices 
installed on the ship stern before the location of propeller.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design of the energy saving device 
attached on the stern of a VLCC hull form, which is KRISO VLCC 
Tanker (KVLCC2) developed by MOERI (former KRISO). The parent 
design for energy saving device is “Super Stream Duct (hereinafter 
called SSD)”. The energy saving device “SSD” was developed in 
1989 using Hitachi Zosen’s original technological knowledge and 
that was developed by improving “HZ nozzle” which was proposed 
by Kitazawa et al.(1982). The energy saving effect of SSD has been 
confirmed through a large number of model tests and sea trials. 
Almost every large full body ships built by Hitachi Zosen have been 

equipped with SSD (Yamamori et al. 2001). 
The duct is typically located just in front of a propeller, and has a 

circular shape or the like. According to Inukai et al. (2007), the duct 
type device has the following effects in general. 
(1)Reduction of hull resistance by straightening effect of stern flow 

field 
(2)Thrust generation of duct 
(3)Increase in wake gain 
(4)Improvement in propeller efficiency 

For verifying the above hydrodynamic performa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uct, this research represents our own design 
of the energy saving duct and investigates the flow field around the 
duct as well as its hydrodynamic effects on the resistance reduction 
and propulsive performance by CFD simulation. The simulation 
includes changes on the geometry of the duct, such as angle of 
duct section, profile of section shape, inner radius, Chord length of 
duct, and installation location, etc. The optimal shape and location 
of a duct is selected by numerical computation of the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performances. In order to verify the energy saving 
effects, the typical towing tank model tests, such as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are carried out at the towing tank in MOERI/KIOST. 

The numerical methods of the present CFD simulation ar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ing. The governing equations for 
turbulent flow around a ship are the RANS equations. For turbu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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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ure, the realizable k-e model and the wall function are employed. 
The free surface is captured with the Level-set method. In regard to 
self-propulsion simulation of a ship, the body force distribution into 
the momentum transport equations are used to model the effects of 
a propeller without resolving the detail bade flow. The body force 
distribution is calculated from the instantaneous blade circulation 
distribution by Lifting surface method. The more details can be 
found in references (Kim et al. 2002;  Park et al. 2004; Kim et al. 
2007; Kim et al. 2010). 
 

2. Initial Design of Duct 
2.1 Description of Hull form 

The hull forms used in the present study are KVLCC2 (KRISO 
300K VLCC). Principal particulars of the hull forms are presented in 
Table 1 and Fig.1. The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hull forms 
can be found in Van et al. (1998).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KVLCC2 

KVLCC2 Prototype Model 

Scale ratio 39.44 

Lpp (m) 320.0 8.11 

B (m) 58 .0 1.47 

T (m) 20.8 0.5274 

Speed (m/s) 7.9737(15.5 kts) 1.270 

Propeller Diameter (m) 9.86 0.25 

Fn 0.1423 

Re 2.13×109 8.6×106 

 
Fig. 1 Hull form of KVLCC2 

 

 2.2 Concept of initial duct design 
The parent design for energy saving duct is SSD, which was 

developed in 1989 by Hitachi Zosen. However, the articles about 
SSD are not much at home and abroad. The configuration of the 
initial duct was designed on reference to Yamamori et al.(2001) and 
Feng et al. (2012), as shown in Fig. 2. The main parameters for an 
optimum design were chosen in duct section profile, duct angle, 
chord length, distance between duct center and propeller center, 
distance between propeller center and duct trailing edge, etc. For 
simplifying the optimum design of duct, Principal design parameters 
for modification of duct geometry were considered as four 
directions: 

(1)Variation of duct angle 
(2)Variation of duct section profile,  
(3)Variation of duct radius, 
(4)Variation of chord length 
 

Other parameters were fixed in the constant dimensions matched 
with the KVLLCC2 hull form, figuring that their contribution to the 
energy saving effects would not be large.  Table 2 represents the 
various design parameters, notations and the full scale dimensions 
for the initial duct design. 

 
Fig.2 Configuration of the duct mounted on the model ship and 
definition of the design parameters 
 
Table 2. Design parameters for variation of duct design 
parameters notation Initial duct  

Propeller Radius (m) R 4.93 

Duct Radius(m)  r 0.7R 

Upper chord length of duct (m)  Ct 3.0 

Lower chord length of duct (m)  Cb 1.8 

Upper angle of duct (degree)  αt 9 

Upper angle of duct (degree)   αb 9 

Distance between duct center and 
propeller center (m)  d 0.5 

Distance between propeller center 
and duct trailing edge (m)  l 1.0 

Section profile of duct  Sec. MARIN 19A 

 
3.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3.1 Grid generation for numerical simulation 

The numerical results usually depend on the numerical schemes. 
However, the generation of the proper numerical grid system is also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accuracy of numerical solution. 
Especially for the simulation of free surface flow, it is well known that 
the grid system on the free surface region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numerical results. The experience on simulating around the free 
surface flow leads to the proper grid arrangement including the free 
surface area with total 6.5M grid points of full domain, which is 
equivalent to the medium size grid in the previous study (Park et al. 
2004). Starting from an IGES description of the KVLCC2 hull form 
and the initial duct, the commercial program GRIDGEN is used to 
generate H-O type multi-block grid system. Fig. 3 shows the grid 
system used in the present study. 

 
Fig. 3 Half view of grid system for KVLCC2 and expanded view of 
surface mesh around the ship stern region 



3.2 Test conditions 
Table 3 shows 17 cases for the design variation. For variation of duct 

angle, α  varies in 9°, 12°, 14°, 16°, 20° and 23°. For variation of duct 
section profiles, Marin 19A and NACA4412 section profiles were 
selected. Marin 19A is one of the profiles for the accelerating duct, 
which the standard series test has been conducted at MARIN in the 
Netherlands (Carlton, 1994). For variation of duct radius, r varies in 
0.65R, 0.7R, 0.75R (R means the propeller radius). The chord length of 
the upper duct, Ct, are 1.8m, 2.5m, 3.0m, and the lower chord length, 
Cb, are 1.8m and 2.5m. In order to verify the energy saving effect with 
the variation of design parameters, numerical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tests were performed in the model scale at the design 
speed condition (Vs=15.5kts, Fn(Froude no.)=0.1423, Rn (Reynolds 
no.) =8.6×106). 

 
Table 3. Various cases for numerical simulation 
CASES r(m) Ct Cb l d αt αb section 
M01-A09  0.7R 3.0 1.8 1.0 0.5 9 9 Marin 19A  
M02-A12  0.7R 3.0 1.8 1.0 0.5 12 12 Marin 19A  
M03-A16  0.7R 3.0 1.8 1.0 0.5 16 16 Marin 19A  
M04-A20  0.7R 3.0 1.8 1.0 0.5 20 20 Marin 19A  
M05-A23  0.7R 3.0 1.8 1.0 0.5 23 23 Marin 19A  
M06-R65 0.65R 3.0 1.8 1.0 0.5 12 12 Marin 19A 
M07-R75 0.75R 3.0 1.8 1.0 0.5 12 12 Marin 19A 
N01-A09 0.7R 3.0 1.8 1.0 0.5 9 9 NACA4412 
N02-A12 0.7R 3.0 1.8 1.0 0.5 12 12 NACA4412 
N03-A14 0.7R 3.0 1.8 1.0 0.5 14 14 NACA4412 
N04-A16 0.7R 3.0 1.8 1.0 0.5 16 16 NACA4412 
N05-R65 0.65R 3.0 1.8 1.0 0.5 12 12 NACA4412 
N06-R75 0.75R 3.0 1.8 1.0 0.5 12 12 NACA4412 
N07-Ct18 0.7R 1.8 1.8 1.0 0.5 14 14 NACA4412 
N08-Ct25 0.7R 2.5 1.8 1.0 0.5 14 14 NACA4412 
N09-Ct35 0.7R 3.5 1.8 1.0 0.5 14 14 NACA4412 
N10-Cb25 0.7R 3.0 2.5 1.0 0.5 14 14 NACA4412 

 
3.3 Variation of duct angle 

Fig. 4 depicts modeling of bare hull and ducts with various duct 
angles. In these cases, the duct section profile is Marin 19A. 

 

 
Fig. 4 Model of bare hull without duct and models of hull and duct with 
various duct angles  

The numerical results are shown in table 4. Table 4 shows the 
comparison of the self-propulsion parameters and the improvement 
ratios of resistance and delivered horse power between the cases 

with and without ducts. The computed parameters of each case 
mean thrust coefficient (KT), torque coefficient (KQ), thrust deduction 
factor (t), wake fraction (w), hull efficiency (hH), relative rotation 
efficiency (hR), rps (n) and the overall propulsive efficiency (hD). As 
the duct angles are increased, KT, KQ, t, w and hH show the 
increasing tendency, while hR and rps (n) show the decreasing 
tendency. Considering the resistance also increase as the angle 
increase, M02-A12 case with 12° angle show the best propulsive 
performance among various cases. The resistance reduction and 
the power reduction of M02-A12 are -0.32% and -4.35%, 
respectively. 

 
Table 4.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parameters, resistance 
reduction and power reduction with variation of duct angle 

 
KT 10KQ t w Resistance reduction 

Bare hull 0.1754 0.2011 0.1802 0.3963 - 
M01-A09 0.1761 0.2023 0.1644 0.3917 +3.79 (%) 
M02-A12 0.1788 0.2045 0.1673 0.4211 -0.32 (%) 
M03-A16 0.1866 0.2111 0.1777 0.4551 +0.40 (%) 
M04-A20 0.1974 0.2202 0.1988 0.4996 +1.02 (%) 
M05-A23 0.2039 0.2257 0.2051 0.5240 +2.51 (%) 

 
ηR ηH rps(n) ηD Power reduction 

Bare hull 0.9994 1.3580 7.7704 0.7437 - 
M01-A09 0.9966 1.3738 7.8633 0.7479 +4.25 (%) 
M02-A12 0.9968 1.4386 7.6135 0.7732 -4.35 (%) 
M03-A16 0.9962 1.5091 7.5409 0.7795 -4.06 (%) 
M04-A20 0.9944 1.6011 7.4686 0.7772 -2.77 (%) 
M05-A23 0.9933 1.6700 7.4665 0.7774 -0.43 (%)  

 
3.4 Variation of duct section profile 

Fig. 5 gives the information about the comparison of the duct 
section profiles with Marin19A and NACA4412. In this test condition, 
duct section profile is changed into NACA 4412 section. It is found 
that the numerical results of the duct with NACA4412 section are 
very similar to the duct with Marin19A section, as shown in table 5. 
However, the duct with NACA 4412 section gives a slightly better 
performance than the duct with Marin19A section. In case of 
N02-A12 duct with 12° angle and NACA4412 section, the 
resistance reduction and the power reduction are -0.83% and 
-5.24%, respectively. It is due to the fact that NACA4412 section is 
slender and gives more favorable performance of resistance than 
Marin19A section. Regarding to the overall power reduction, 
N03-A14 duct with 14° angle show the best energy saving effect 
with -5.32% of power reduction. 

 
 

 
Fig. 5 Comparison of the duct section profile (solid line: Marin19A, dotted 
line: NACA4412) 

 

 



Table 5.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parameters, resistance 
reduction and power reduction with variation of duct section profile 

 
KT 10KQ t w Resistance reduction 

Bare hull 0.1754 0.2011 0.1802 0.3963 
 

N01-A09 0.1718 0.1984 0.1565 0.3911 -1.11 (%) 
N02-A12 0.1751 0.2012 0.1601 0.4060 -0.83 (%) 
N03-A14 0.1792 0.2047 0.1655 0.4247 -0.53 (%) 
N04-A16 0.1833 0.2082 0.1726 0.4422 -0.23 (%) 

 
ηR ηH rps(n) ηD Power reduction 

Bare hull 0.9994 1.3580 7.7704 0.7437 
 

N01-A09 0.9978 1.3738 7.6688 0.7698 -5.16 (%) 
N02-A12 0.9976 1.4386 7.6311 0.7741 -5.24 (%) 
N03-A14 0.9972 1.4507 7.5851 0.7785 -5.32 (%) 
N04-A16 0.9968 1.5091 7.5512 0.7798 -4.99 (%) 

 
3.5 Variation of duct radius 

In this test condition, the energy saving effect owing to the 
variation of duct radius is investigated. Fig. 6 shows the comparison 
of models of hull and duct with various duct radii. Duct radius, r, 
varies in 0.65R, 0.7R, 0.75R with both of Marin19A section profile 
and NACA4412 section profile. M02-R70 duct with Marin19A 
section and N02-R70 duct with NACA4412 section show a better 
performance, as shown in table 6.  Normally, the propeller 
generates the maximum force at the area of 0.7R, and when duct 
radius is set approximately 0.7 times the propeller radius, a wake 
gain can be obtained by inducing a low velocity wake flow in the 
bilge vortex zone toward the propeller plane. So, that is why 
M02-R70 duct and N02-R70 duct show better performance than 
other duct radius. Additionally, the power reduction of M02-R70 
duct is -4.35% and N02-R70 duct is -5.24%. Even in this test 
condition, the duct with NACA 4412 section also gives a slightly 
better performance than the duct with Marin19A section. 

 
Table 6.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parameters, resistance 
reduction and power reduction with variation of duct radius 

 KT 10KQ t w Resistance reduction

Barehull 0.1754 0.2011 0.1802 0.3963 - 
M06-R65 0.1790 0.2047 0.1750 0.4219 -0.71 (%) 
M02-R70 0.1788 0.2045 0.1673 0.4211 -0.32 (%) 
M07-R75 0.1745 0.2007 0.1611 0.3982 +0.06 (%) 
N05-R65 0.1755 0.2016 0.1663 0.4069 -1.00 (%) 
N02-R70 0.1751 0.2012 0.1601 0.4060 -0.83 (%) 
N06-R75 0.1724 0.1988 0.1546 0.3907 -0.33 (%) 

 ηR ηH rps(n) ηD Power reduction 
Barehull 0.9994 1.3580 7.7704 0.7437 - 
M06-R65 0.9968 1.4270 7.6146 0.7662 -4.21 (%) 
M02-R70 0.9968 1.4386 7.6135 0.7732 -4.35 (%) 
M07-R75 0.9980 1.3941 7.7061 0.7654 -2.66 (%) 
N05-R65 0.9973 1.4057 7.6381 0.7680 -4.79 (%) 
N02-R70 0.9976 1.4140 7.6311 0.7752 -5.24 (%) 
N06-R75 0.9985 1.3874 7.7002 0.7696 -3.80 (%)  

 
Fig. 6 Models of hull and duct with various duct radii 

3.6 Variation of chord length 
In this test condition of the variation of upper chord length,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ducts with duct angle 
14° and NACA4412 section profile. Fig. 7 shows the comparison of 
models of hull and duct with various upper chord lengths. The 
tendency on the propulsive performances with these test conditions 
is similar to the case of the variation of duct angle. As the chord 
lengths become longer KT, KQ, w, and hH show the increasing 
tendency, while t, hR and rps (n) show the decreasing tendency. 
Considering the resistance also increases as the chord length 
becomes longer, N03-C30 duct or N08-C25 duct show a better 
propulsive performance among various duct cases 

 

 
Fig. 7 Models of hull and duct with various upper chord lengths 

 
Table 7.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parameters, resistance 
reduction and power reduction with variation of duct chord length 

 
KT 10KQ t w Resistance reduction 

Bare hull 0.1754 0.2011 0.1802 0.3963 - 

N07-C18 0.1787 0.2043 0.1703 0.4222 -0.77 (%) 

N08-C25 0.1786 0.2042 0.1663 0.4222 -0.64 (%) 

N03-C30 0.1792 0.2047 0.1655 0.4247 -0.53 (%) 

N09-C35 0.1800 0.2055 0.1633 0.4282 -0.05 (%) 

 
ηR ηH rps(n) ηD Power reduction 

Bare hull 0.9994 1.3580 7.7704 0.7437 - 

N07-C18 0.9975 1.4359 7.5962 0.7725 -5.09 (%) 

N08-C25 0.9974 1.4429 7.5905 0.7766 -5.35 (%) 

N03-C30 0.9972  1.4507 7.5851 0.7785 -5.32 (%) 

N09-C35 0.9970 1.4632 7.5812 0.7818 -5.09 (%) 

 

For supplementary variation, variation of the lower chord length 
was also performed. The lower chord length of the initial duct was 
1.8m, and lower chord length of N10-Cb25 duct has 2.5m. Fig.8 
represents the comparison of ducts with 1.8m and 2.5m chord 
length of lower side. According to numerical results in table 8, 
N10-Cb25 duct with 2.5m lower chord length also shows good 
performance as much as N03-Cb18 duct with shorter chord length of 
lower side. 

 

 
Fig. 8 Models of hull and duct with different lower chord lengths 

 
 



Table 8.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parameters, resistance 
reduction and power reduction with variation of lower chord length 

 
KT 10KQ t w Resistance reduction 

Bare hull 0.1754 0.2011 0.1802 0.3963 - 
N03-Cb18 0.1792 0.2047 0.1655 0.4247 -0.53 (%) 
N10-Cb25 0.1789  0.2045 0.1671 0.4234 -0.77 (%) 

 
ηR ηH rps(n) ηD Power reduction 

Bare hull 0.9994 1.3580 7.7704 0.7437 - 

N03-Cb18 0.9972  1.4507 7.5851 0.7785 -5.32 (%) 

N10-Cb25 0.9971 1.4446 7.5870 0.7764 -5.34 (%) 

 
3.7 Flow analysis of optimum duct 

In the previous chapter, the best duct design among various 
cases was N08-duct by numerical simulation. However, in order to 
verify the energy saving effect of the designed duct by towing tank 
test, the manufacture of the duct model must be easy and 
practicable. So, longer chord length of duct may be structurally safe 
and sound, because the designed duct has neither supporting fin 
nor mounting device. When chord length of duct become longer, 
mounting the duct on the ship stern can be easy with an extra 
guidance component. Considering this, N10-duct design is 
determined as the final optimum duct. Main dimensions of N10-duct 
are as following: 0.7R (duct radius), 3.0m (upper chord length), 
2.5m (lower chord length), 14° (duct angle) and NACA4412 
(section profile). The power reduction of N10-duct is predicted as 
-5.34% by numerical simulation, as much as N08 duct. Fig.9 
depicts KVLCC2 hull form and the optimum duct (N10-duct). 

  
Fig. 9 Models of KVLCC2 hull form and optimum duct (N10-duct) 

 
Fig.10 shows the axial velocity distributions around the ship stern 

region when the propeller is working. Fig. 11~12 represents the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distribution at x/Lpp=0.48, just in front 
of the propeller plane (x/Lpp=0.4819) at resistance test condition 
and self-propulsion condition, respectively. In case of resistance 
test condition from Fig.11, the value for the volume mean of total 
axial velocity fraction within the propeller radius of the bare hull is 
0.4852 and the value for the volume mean of total axial velocity 
fraction within the propeller radius of the hull with duct is 0.4250. 
Axial flow of the hull with duct slows down because of the duct. 
From Fig.12, when the propeller is working, the value for the volume 
mean of total axial velocity fraction within only inner duct region are 
0.7278 for bare hull and 0.7575 for hull with duct. So, duct flow is 
accelerated more than 4% at self-propulsion condition.This can be 
figured out in the radial distribution of circumferential mean velocity, 
as shown in Fig. 13. X-axis means radial position (r/R) and Y-axis 
means axial velocity (Vx/V), radial velocity (Vr/V) and tangential 
velocity (Vt/V). In the inner duct region (0.7R), axial velocity (Vx) 
component is accelerated and radial and tangential velocity 
components become smaller, when compared with the bare hull. 

The accelerating and straightening effect of the inner duct flow field 
due to the duct can be identified. 

 

 
Fig. 10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distributions around stern region at 
self propulsion condition 

 

 
Fig. 11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distributions at x/Lpp=0.48 at 
resistance condition 
 

 
Fig. 12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distributions at x/Lpp=0.48 at self 
propulsion condition 
     

 
Fig. 13 Comparison of radial distribution of circumferential mean velocity 
 



Fig.14 shows the comparison of the surface pressure coefficient 
(Cp) distribution on the hull without and with duct, when the propeller 
is working. The solid lines represent the pressure contour for the hull 
with duct and the dashed lines represent the pressure contours for 
the bare hull, respectively. As you can see from Fig.14, the area of 
the pressure recovery is much wider than that of the bare hull. This 
indicates that the reduction of the resistance get bigger in the hull 
with duct. 

 

 
Fig. 14 Comparison of Cp  distribution on the hull surface 

 
4. Experimental Test Results 

By numerical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tests, the optimal 
duct design among the various geometries of the ducts was 
selected as N10-duct. In order to verify the energy saving effects of 
the duct, the model tests, such as resistance test and 
self-propulsion test were carried out at the towing tank in our 
institute for both of KVLCC2 bare hull and KVLCC2 with the duct 
(N10-duct), respectively. For the towing tank test, a model ship of 
KVLCC2 was made of wood and the duct was made by Rapid 
Prototyping system. The duct mounted on KVLCC2 model ship is 
shown in Fig.15. Table 9 gives the information about the experimental 
result of bare hull case. Including the design speed condition 
(Vs=15.5knot, Fn=0.1423) same as the numerical test condition, the 
towing tank tests were performed at the overall speed range. Table 10 
shows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elf-propulsion parameters and 
the improvement ratios of resistance and delivered horsepower between 
the cases with and without ducts. At the design speed condition, the 
power reduction of N10-duct is -2.84% and the resistance reduction is 
-0.68%. All data from Table 9~10 is the results of model scale, not the 
full scale prediction. 

 

  
Fig. 15 Duct mounted on KVLCC2 model ship (N10-duct) 

 
Table 9. Experimental results of hull without duct for total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parameters at the overall speed range 

Vs  Fn KT 10KQ t w ηR rps(n) 

13.00 0.1194 0.1726 0.2003 0.200 0.438 1.019 5.87 

14.50 0.1331 0.1707 0.1976 0.202 0.434 1.023 6.53 

15.50 0.1423 0.1702 0.1967 0.203 0.431 1.026 6.98 

16.50 0.1515 0.1698 0.1959 0.205 0.429 1.029 7.43 

17.00 0.1561 0.1692 0.1949 0.205 0.428 1.031 7.65 

Table 10. Experimental results of hull without duct for self-propulsion 
parameters , resistance reduction and power reduction at the overall 
speed range 
Vs (knot) Fn KT 10KQ t Resistance reduction 

13.00 0.1194 0.1729 0.2006 0.213 -1.51 (%) 

14..50 0.1331 0.1716 0.1988 0.208 -0.87 (%) 

15.50 0.1423 0.1712 0.1979 0.205 -0.68 (%) 

16.50 0.1515 0.1705 0.1966 0.202 -0.37 (%) 

17.00 0.1561 0.1702 0.1960 0.201 -0.06 (%) 

Vs (knot) Fn w ηR rps(n) Power reduction 

13.00 0.1194 0.447 1.018 5.8 -3.39 (%) 

14.50 0.1331 0.442 1.022 6.46 -2.64(%) 

15.50 0.1423 0.440 1.025 6.90 -2.84 (%) 

16.50 0.1515 0.438 1.029 7.35 -2.86 (%) 

17.00 0.1561 0.437 1.030 7.58 -2.16 (%) 

 
5. Energy Saving Effect of Duct 

From Table 8~9, Comparing with the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in the bare hull case at the design speed condition, the 
differences of KT, KQ, t, w, ηR, and  rps are around 3%, 2%, 11%, 
8%,  2% and 11%,  respectively.  Although the differences of t, w, 
and rps are relatively large because of some numerical accuracy, we 
try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ratio with and without duct, in the 
overall viewpoint. Fig.16 represents the improvement ratios of 
resistance reduction and power reduction between the cases with 
and without duct (N10-duct), by numer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 As shown in this figure, resistance 
reduction and power reduction is improved when the designed duct 
in this research is installed.  In case of resistance reduction, 
numerical prediction is almost similar to the experimental results, but, 
the prediction of the power reduction by CFD is overestimated 
slightly,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is can be 
considered that it is because the change ratio of wake fraction (1-w) 
and thrust deduction (1-t) calculated by CFD is relatively large for 
the experimental results as shown in Fig. 17. 

 

 
Fig. 16 Energy saving by designed duct 

 
 



 
Fig. 17 Change ratio of thrust deduction factor and wake fraction between 
the cases with and without duct 

 
6. Conclusion 

In this research, the energy saving duct attached on the stern of a 
VLCC hull form were designed, including with changes on the 
geometry of the duct, such as angle of duct section, profile of 
section shape, inner radius, chord length of duct. The optimal 
shape of a duct was selected by numerical computation of the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performances. The energy saving 
effects of duct, such as reduction of hull resistance by straightening 
effect of stern flow and the pressure recovery on the stern region, 
increase in wake gain, etc. were identified by numerical flow analysis. 
The power reduction of the selected duct was calculated as much 
as 5%, and verified at 3% by the model test at the towing tank. 
Although the prediction of the power reduction by CFD is 
overestimated slightly, the numerical RANS based simulation for 
towing and self-propelled model ship with the appendages is very 
promising to be used as a tool to design the energy saving devic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s of it.  

Meanwhile, it is well known that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some appendages around the ship stern between the model 
scale and the full scale will be very different because of the different 
Reynolds number range, especially local area around duct. In the 
our future work, we are going to investigate the scale effects by 
numerically simulating the bigger model scale or calculating in the 
flow condition of higher Reynolds no., similar with the geosim test. 
At the final stage, the optimum design of the ship appendages like 
this research, may be reprocessed in the direct full scale simulation, 
if the reliability of CFD is retained in the full scal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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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끝 합사를 부착한 보텍스 캐비테이션 초생 제어
박상일1), 서정천2), 유극상3)

Control of the inception of tip vortex cavitation by attaching thread
Sang-Il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Chun Suh(Seoul National University, RIMSE),  Geuk-Sang You(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프로펠러에서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이 가장 먼저 발생하므로 캐비테이션 초생속도는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과 관계가 크다. 본 논문
에서는 프로펠러 날개 끝에 합사를 부착하여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을 제어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부착물이 없는 상태의 프로펠
러와 합사를 부착한 상태의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 초생수를 비교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공동터널에서 모형 관찰 실험을 수행하였다. 

Keywords :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 공동터널

1. 서 론
최근 사회적으로는 효율이 좋고 소음이 적은 추진기로 에너지

를 절감하는 친환경적 추진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군사적으로는 수중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해, 생존성과 대잠작전
능력이 강조되어 군함 프로펠러의 효율성 증대와 수중방사소음
의 감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은밀성이 생존성과 직결되고 
대잠작전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현대 군함의 경우에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Cavitation Inception Speed, 이하 CIS)를 
높일 수 있다면 이는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캐비테이션은 대개 
프로펠러의 날개끝(tip)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존성과 정숙을 요구하는 군함은 특히 캐비테이션 초생속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캐비테이션 초생 속도(CIS)를 높이기 위해서
는 날개끝(tip) 캐비테이션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관
한 많은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프로펠러 날개 
끝에서 물을 분사시켜 날개 끝 보텍스(Tip Vortex Cavitation, 이
하 TVC)를 제어하는 시도와(Lee, et al, 2010) 프로펠러 날개 끝 
부근에서 날개 두께를 두껍게 하여(Kim, et al, 2012) TVC을 감
소하려는 노력 등 프로펠러 날개 형상을 변형한 사례가 그 대표
적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프로펠러 날개 끝에 부착물을 
부착하여 TVC 초생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부착물을 붙이는 

1), 3) 서울대학교
2)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간단한 구성만으로 프로펠러 날개 끝 회전 속도를 감소하고 보텍
스 반경 중심부위의 압력을 높임으로써 프로펠러 TVC 초생 지연
을 기대하는 것이다. 

2. 실험 설비 및 실험 조건
TVC 관찰실험은 서울대학교 공동 수조에서 수행하였으며, 관

측창의 크기는 1.5*0.3*0.3m(L*B*D)이고, 모형 프로펠러의 직
경(D)은 0.15m이다. 이때, 모형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유속(V)을 
4.25m/s와 4.35m/s로 고정시키고 모형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변
화시키면서 터널내의 압력을 조절하여 다양한 전진비(J)에서 초
생 캐비테이션 수( )를 측정하였다. 초생 캐비테이션 수는 주
변압력을 서서히 감압하면서 초생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
(incipient)으로 측정하였으며,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조
명법을 이용하여 육안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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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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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 관찰 실험 당시 터널내의 수온은 8~10℃ 이고, 레이놀즈 
수(Rn)는 4.4 ~ 5.1*10^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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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착물 선정
3.1 실험적 조사

모형 프로펠러에 부착할 부착물을 선정하기 위해 부착물의 부
착위치 및 길이, 직경, 재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프로펠
러에 가느다란 부착물을 부착하여 캐비테이션 관찰을 실시한 사
례가 없었으므로, 3차원 수중익과 프로펠러에 대한 관련 실험논
문 조사를 통해 초기 선정해보았다. 먼저 부착물의 위치와 길이
는 캐비테이션 초생 발생 위치와 발생 후 날개표면으로의 부착지
점에 착안하였다. 보통 캐비테이션 초생은 날개 끝에서 하류방향
으로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다. H.Higuchi(1989)는 3차원 수중익 
실험결과 캐비테이션 초생위치를 Fig.1처럼 나타내었고, 이는 
Brennen(1995)이 인용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Maines(1995)은 
x/c=0.15에서, Christopher J.Chesnakas (1998)은 x/c=0.25 
이내에서 캐비테이션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Christopher J.Chesnakas (1998)은 또한 TVC 초생 후 날개끝으로 
부착되는 지점도 관찰하였는데, 이는 프로펠러 반경방향  
0.995R부터 날개끝(Tip) 사이이다. 위 실험결과들을 바탕으로 부
착물의 길이는 모형 프로펠러의 0.7R 코오드길이(6.3cm)의 0.25
배인 1.6cm로 최초 선정하고, 부착물의 부착성을 고려하여 부착
위치는 프로펠러날개의 날개끝에서부터 뒷날의 0.98R인 위치로 
최초 선정하였다. 

 

Figure 1 Sound source locations of tip cavitation inception 
( H. Higuchi et al 1989; Characteristics of TVC Noise)
 

부착물의 직경은 보텍스의 접선방향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
나고 압력이 최소가 되는 곳인, 하류방향으로 프로펠러 코오드 
길이의 약 10%(x/c=0.1)인 지점에서의(Fruman, 1992) TVC의 
반경(a) 착안하였다. Fruman(1992)은 이 지점에서의 보텍스 반
경은 경계층 두께의 약 0.4 ~ 0.6배(a=0.4~0.6*)라 하였고 따
라서 부착물의 직경은 경계층 두께를 고려하여 최초 선정하였다. 
경계층 두께는 Fruman(1992)이 3차원 수중익 실험시 인용한 
Schlichting(1987) 의 평판 완전 난류 경계층에 대한 경계층 두께
와 코오드 길이와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가정하였다. 

m ax


 


  




                        (4)

위 식을 이용하였을 때 모형 프로펠러의 날개의 반경방향 0.7R 
위치에서 경계층 두께는 약 1.7mm이고 부착물의 직경은 위 계산
식과 부착물의 재질, 부착성 등을 고려하여 경계층 두께의 약 
30%인 0.5mm로 최초 선정하였다. 

부착물 재질은 프로펠러가 회전시 보텍스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유연성과 고속 회전시에도 변형이 없도록 최대 인장강도 
300㎏/㎟ 를 갖는 와이어(고탄소강)로 최초 선정하였다.

Fig.2는 위 실험적 조사를 통해 부착물을 부착한 모형프로펠
러 사진이다. 

Figure 2 model Propeller

3.2 와이어 부착 유무에 따른 초생 캐비테이션 수 비교 
먼저, 와이어가 없는 상태의 모형프로펠러에 대한 TVC 초생

관찰 실험을 한 후 직경 0.5mm의 와이어를 날개 끝에서부터 뒷
날의 0.98R까지 부착하여 실험하였다. 와이어의 길이는 날개 끝



에서부터 하류방향으로 1.6cm가 되도록 부착하였다.(Fig.1) 
Fig.3은 위 조건으로 공동 터널내 유속을 4.25m/s로 고정시키

고 압력을 변경시키며 TVC 초생을 관찰한 결과이고, Fig.4는 와
이어가 있을 때의 초생캐비테이션 수와 없을 때의 초생 캐비테이
션 수의 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관찰결과 와이어를 부착하였을 
경우 전진비(J) 0.79, 0.83, 0.89에서 초생 캐비테이션 수( )
가 0.29~0.79만큼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초생 캐비
테이션 수( )를 기준으로 오차( )는 최대 0.16( 는
± 미만)이다. 하지만, Fig.3과 4에서 보듯이 TVC 발생 측
면에서 운용영역으로 판단되는 전진비(J) 0.95~1.15 영역에서는 
효과가 없었고, Fig.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VC 발달시 와이어
가 보텍스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며, TVC 발달 지연 또한 확인 할 
수 없었다. 

 : w/o case 1
 : w case 1
:  w/o case 2
 : w case 2



J, advance ration
Figure 3 Comparison of TVC inception w/o and w wire.   
         V=4.25m/s. Rn=3.3~5.7*10^5 

J, advance ration

∆

 : case 1
 : case 2

Figure 4 Differnce of TVC inception number w/o and with  
         wire. V=4.25m/s. Rn=3.3~5.7*10^5 

  

Figure 5 Development of TVC with wire.(=0.79, 4.25m/s)  

3.3 부착물 재질 및 직경 변경 
이번에는 보텍스를 따라가는 재질을 선정하고 실험이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날개별로 부착물을 
달리한 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의 위상조절 기능을 이
용하여 부착물이 있는 날개와 없는 날개의 TVC 초생을 동시에 
관찰하였다. 부착물이 부착된 상태로 모형 프로펠러가 회전할때 
원심력(식 (4))과 저항(식(5))을 낮추기 위해 부착물의 강도()와 
직경()을  변경하였다. 부착물의 재질은 강도가 낮은 다이니마
(Dyneema) 소재의 합사와 나일론(nylon)을 선정하였고, 부착물
의 직경은 0.28mm로 줄여보았다. 날개별로는 1번에는 미부착, 
2,4번에는 다이니마(Dyneema)합사, 3,5번 날개에는 나일론
(nylon)을 부착하였다.

∆                                       (4)



 



 

 ∆                         (5)

Fig. 6은 위 조건으로 공동 터널내 유속을 4.35m/s로 고정시키고 
압력을 변경시키면서 TVC 초생을 관찰한 결과이고, Fig.7은 
부착물이 없는 1번 날개와 다이니마(Dyneema)가 부착되어 있는 
2,4번 날개의 TVC 초생 캐비테이션 수와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8은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부착물이 없는 날개와 다이니마
(Dyneema)와 나일론(nylon)을 각각 부착한 날개의 TVC 초생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위상 조절로 촬영한 사진이다. 
나일론(nylon)이 부착된 3,5번 날개에서의 TVC 초생 캐비테이션 
수는 미부착 날개와 같았고, 나일론(nylon)은 Fig.8에서처럼 보텍
스 경로를 따라가지 못했다.  



 : w/o case 1
 : w case 1
:  w/o case 2
 : w case 2

J, advance ration

 

Figure 6 Comparison of TVC inception w/o and w Dyneema.  
         V=4.35m/s. Rn=4.4~5.1*10^5 

∆

J, advance ration

  : case 1 
  : case 2

Figure 7 Differnce of TVC inception number w/o and with  
         Dyneema. V=4.35m/s. Rn=4.4~5.1*10^5 

Fig.6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진비(J) 1, 1.04, 1.07에서 초생 
캐비테이션 수()가 0.1~0.28만큼 감소하였다. 초생 캐비테이션 수의 
오차( )는 0.145 미만 ( 는 ± 미만)이었다. 
Fig.8처럼 다이니마(Dyneema)는 나일론(nylon)과 달리 유연하게 
보텍스 경로를 따라갔지만 모형 프로펠러의 표면에 부착된 부분에서는 
보텍스 경로를 따라가지 못했다.

w/o attachment with dynamee with nylon
Figure 8 TVC. V=4.35m/s, J=0.94, =11, Rn=5.1*10̂ 5 

3.4 부착물 재질 및 위치 선정 
앞선 실험결과들을 바탕으로 부착물 재질은 다이니마

(Dyneema) 소재의 합사로 선정하고, Fig.9처럼 부착위치를 날개
끝에서부터 뒷날의 0.995R까지 부착하여 TVC 초생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번에는 1,3,5번 날개에 다이니마(Dyneema)를 
부착하고 2,4번 날개에는 미부착 상태로 실험하였으며, 실험조건과 
방법은 앞선 실험과 동일하였다. 

Tip ~ 0.98R(TE) Tip ~ 0.995R(TE)
Figure 9 Modification of attaching location

Fig. 10은 공동 터널내 유속을 4.35m/s로 고정시키고 압력을 
변경시키면서 부착물이 없는 2,4번 날개와 다이니마(Dyneema)를 
부착한 1,3,5번 날개의 TVC 초생을 비교 관찰한 결과이고, 
Fig.11은 TVC 초생 캐비테이션 수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J, advance ration

∆

 w/o : case 1,  : case 2, : case 3  w  : case 1, : case 2, : case 3

Figure 10 Comparison of TVC inception w/o and w Dynamee.  
          V=4.35m/s. Rn=4.4~5.1*10^5

  : case 1 
  : case 2

∆

J, advance ratio
Figure 11 Differnce of TVC inception number w/o and with  
         Dyneema. V=4.35m/s. Rn=4.4~5.1*10^5        



Fig.10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진비(J) 0.97, 1, 1.03에서 
초생 캐비테이션 수( )가 0.2~0.5만큼 감소하였고, Fig.12처럼 
TVC 발달시 다이니마(Dyneema)가 보텍스 발달경로를 유연하게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차범위 ( )는 0.145 미만 
(  ± 미만)이었다. Fig.13은 동일한 실험조건 
에서 다이니마(Dyneema)를 부착한 날개와 미부착 날개의 TVC 
초생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위상 조절로 촬영한 사진이다.

w/o Dyneema with Dyneema
Figure 13(a) Inception of cavitation number( ) reduction 
by Dyneema. V=4.35m/s, J=0.97, =7.5, Rn=4.9*10̂ 5 

Tip ~ 0.98R(TE) Tip ~ 0.995R(TE)
Figure 13(b) Inception of cavitation number( ) reduction 
by Dyneema. V=4.35m/s, J=1.0, =6.2, Rn=4.77*10̂ 5 

4. 결  론
앞선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다이니마(Dyneema)를 날개끝(Tip) 

에서부터 뒷날의 0.995R까지 부착하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전진비(J) 
영역 중 특정영역에서 초생 캐비테이션 수(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부착물 직경에 따른 영향과 모형 
프로펠러의 날개별 캐비테이션 성향차이 등을 고려한 실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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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타 상대위치 변화에 따른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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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ation performance of propeller and rudder with respect to distance between

propeller and rudder behind a model ship

Kim Ki-Sup1,Park Young-Ha1, Ahn Jong-Woo1, Kim Gun-Do1, Sung-Pyo Kim2
KIOST/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1,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 Co., Ltd2

요 약
실선운항 상태와 동일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발생 조건에서 선체, 프로펠러 및 방향타 상호작용 특성을 조사한다.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4400TEU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프로펠러와 타 간의 상대거리 변화 및 타각 변화 등이 모형선, 프로펠러 및 방향타의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해석한다. 각각의 경우에 프로펠러 추력 및 토오크, 프로펠러 및 방향타 캐비테이션 특성, 프로펠러 변
동압력, 방향타의 양력, 항력 및 타 토오크 모멘트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계측 분석한다.

Keywords : distance between propeller and rudder(프로펠러-타 간격), propeller cavitation(프로펠러 캐비테이션), rudder cavitation(타  
캐비테이션), rudder force(타력), large cavitation tunnel(대형 캐비테이션터널)

1. 서 론
프로펠러와 방향타는 선미에 위치하여 선미 유동장 속에서 매

우 복잡한 상호작용 유동특성을 갖는다. 특히 타는 프로펠러 하
류 유동장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프로펠러는 타에 유입되는 유속
을 증가시키며 타는 프로펠러에서 유기된 회전유동을 감소시키
는 상호작용을 한다. 타의 상부면과 하부면에서는 유동 입사각의 
부호가 반대이다. 타각이 커지면 타에 유입류의 입사각이 커지는 
면에서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진동, 소음 및 표면침식을 유발
한다. 추진효율 향상 측면에서도 최적의 프로펠러 위치 결정을 
위하여 프로펠러와 타의 상호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프로펠러 위치 변화 및 시험조건
프로펠러와 타 상대적인 위치변화에 사용된 대상선은 

4400TEU 컨테이너선이다. 방향타 위치는 선체에 고정이며 프로
펠러 위치를 상대적으로 변화시킨다. 간격 변화 범위는 프로펠러 
직경(250mm)으로 무차원하여 0%, 6.25%(15.625mm) 12.5% 
(31.25mm) 이며 12.5%는 프로펠러와 방향타의 거리가 제일 가
까운 경우이다. Fig. 1은 상대위치와 각각에 대응하는 모형선 설
치 상태를 보여준다. 모형선 및 부하조건은 Table 1에서 보이며 
사용된 비틀림 타(twist rudder)이다. 대상선의 실선설계 당시 흘
수는 선수 및 선미 각각 11.0m 이며 본 모형시험에 설정된 흘수

는 본 대상선의 실선 캐비테이션 변동압력 계측시 설정된 조건에 
해당하며 선수 및 선미 각각 11.1m, 11.6m이다. Table 2는 프로
펠러와 타 간격 변화에 대한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시험조건을 보
여주며 짙은색 글씨는 설정된 시험조건이며 옅은색 글씨는 대응
하여 계측된 값이다. 

  

       Fig. 1 Locations of propeller and rudder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프로펠러 추력계수는 프로펠러면 위치 변경시에 타각 0도에서  
KT=0.1960로 설정되며 타각 변화시험을 수행한다.  

Table 1 Model ship and loading condition
Model ship no. KS1468(4400TEU CC)

Model propeller no. KP1095
Direction of prop. rotation R.H (looking upstream)

Scale ratio 31.60
Dia. of model propeller,mm 250.0 (Z=5)

Tip clearance/Prop. dia 0.302
Loading condition 15% S.M. NCR 

UO(m/s) 8.0
Stern wave height(m) 1.106

Drfat : TF/TA(m) 11.1/11.6

Table 2 Model test conditions at LCT
ΔPP/D U0

(m/s) RPS KT 10KQ σn;0.8R

0.00% 8.0 35.55 0.1960 0.3334 1.5442 

6.25% 8.0
35.68 0.1960 0.3332 1.5442
35.55 0.1951* 0.3320* "

12.5% 8.0
35.75 0.1960 0.3323 1.5442
35.55 0.1940* 0.3300* "

3. 반류 중 캐비테이션 및 프로펠러 성능
3.1 선체반류 분포 특성

일반적으로 모형선 공칭반류는 예인수조에서 Foude scale 선
속으로 모형선에 타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펠러 면에서 계측된다. 
Fig. 2는 LCT에서 LDV 유속 계측장치를 이용하여 방향타 유무시 
프로펠러 면에서 계측한 공칭반류를 보여준다. 타가 있을 때에는 
프로펠러 면 상부영역에서는 유속이 감소하며 하부 영역에서는 
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은 방향타가 있을 때 프로펠러 
면이 0%와 12.5% 일 때 계측된 공칭반류를 보여준다. 프로펠러
면이 하류로 갈수록 유속이 조금 증가함을 보여준다. 특히 본 시
험에 사용된 대상선 4400TEU는 Froude no.가 약 0.254로 매우
높은 큰 편이며 선미 방형비척 계수가 작은 날씬한 선형이어서 
프로펠러 면 위치에 따른 반류변화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저속 
비대선의 경우에는 프로펠러 면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반류분
포의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Fig. 2 Comparison of Iso-axial  velocity   contours at     
         propeller plane with    rudder and w/o rudder      
         measured at LCT(U0=8.0m/s)

          

Fig. 3 Comparison of Iso-axial velocity    contours       
        measured at 2 planes with rudder at LCT(U0=8.0m/s)



3.2 프로펠러 및 방항타 캐비테이션
프로펠러 및 방향타의 캐비테이션 발생과 선미부 동유체 압력

을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는 프로펠러 작동조건, 프로펠러 
작동면에서 불균일 반류 특성 그리고 프로펠러 근처에 있는 선체
표면 형상이다. 따라서 모형시험에서 실선 운항상태와 일치하도
록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및 역학적 상사 조건이 만족하
도록 모형시험 조건들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캐비테이션 터
널 관측부의 위벽효과(wall effect)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하고 모
형선과 프로펠러 날개에서 필요한 충분한 레이놀즈 수(Reynolds 
number)를 확보하여야 한다. 캐비테이션 터널 모형시험에서 꼭 
필요한 주요한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으며 모형선(하첨자  )과 
실선(하첨자  )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프로펠러 추력계수(thrust 
coefficient): 

                   
 
                        

  캐비테이션 수(cavitation number):
                  



 

          

여기서, 는 프로펠러 추력, 은 프로펠러 회전수, 는 프
로펠러의 직경, 는 물(또는 해수)의 밀도, 는 실선 프로펠러 
날개가 연직 상방을 향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반경 
의 70%, 즉 0.7에서의 정압(예인수조에서 계측된 선미 파
고(S.W.H : stern wave height)에 의한 정수압 포함)이며, 는 
증기압이다.

이와 같이 설정된 프로펠러 및 타 캐비테이션 시험조건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프로펠러 위치변화에 대한 프로펠
러 날개면 캐비테이션 관찰 결과는 Fig. 4에서 보여준다. 캐비테
이션 발생량 차이가 적어서 식별이 어렵지만 정적사진과 동영상
으로 잘 살펴보면    ΔPP/D = 6.25%  경우가 상대적으로 발생량
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타 각(δR)의 정의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앞날이 좌
현으로 이동할 때를 (+)로 한다. 방향타 좌현면의 캐비테이션 관
찰결과는 Fig. 6과 같으며 타각이 -60 이하 에서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며 프로펠러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발생량이 다소 
감소한다.

타 우현면 캐비테이션 관찰결과 타각이 +100 이하에서는 캐비
테이션 발생하지 않으며  타각이 +120에서 캐비테이션은 Fig. 7
에 보는 바와 같으며 프로펠러가 타에 가까울수록 타 벌브 위쪽
에 타 앞날 부근의 캐비테이션 발생량이 조금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Fig. 4 Observation of propeller cavitation with respect to
          the propeller location(δR = 00)

           

Fig. 5 Sign definition of rudder turnning angle 

Fig. 6 Cavitation patterns on port side of rudder 
 with respect to the propeller location 



Fig. 7 Cavitation patterns on STB side of rudder (δR=+120)  
          with respect to the propeller location 

3.3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변동압력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변동압력시험 조건은 3.2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캐비테이션 관찰시험조건과 동일하며 설정 타각은 0도
이다. 계측된 변동압력 시간영역의 신호(time signal)로부터 조화
해석을 통하여 프로펠러 날개진동수(Blade Frequency, B.F.) 차
수별로 변동압력수준을 얻는다. 모형선에서 계측한 변동압력은 
아래와 같이 ITTC 방법으로 실선 변동압력 값으로 확장하며 이
때 어떤 수정계수(correction factor)는 적용하지 않는다.        
                

               ×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변동압력 계측점 위치와 분포는  Fig. 8
과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센서간의 간격은 0.125D로 동
일하며 프로펠러 위치변화에 따른 변동압력분포 특성비교는 Fig. 
9와 Fig. 10에서 보인다. 변동압력 수준은 계측점과 캐비테이션 
발생 위치의 상대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계측결과를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한다. 

우선 Fig. 8과 같이 위치가 고정된 센서위치에서 계측된 변동
압력분포는 Fig. 10과 Fig.11에 보는 바와 같다. 프로펠러 면에
서 최고치 기준으로 1차 성분은 약 12.5% 감소하고 고차성분은 
거의 유사하다. Fig. 11에서 프로펠러가 하류 방향으로 이동에 
따라 변동압력 1차 및 2차 성분의 최대값 위치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는 계측점과 프로펠러 상대거리 변화에 따른 변동압력 
차이를 배제한 상태의 비교를 위하여 축 방향 변동압력 계측치를 
이동한 프로펠러 면 위치가 각각 x/D=0.0% 위치하도록 분포하
였다. 변동압력 최고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ΔPP/D = 0.0%과 
12.5%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ΔPP/D = 6.25% 경우는 1차 성분
이 약 4.4% 감소하며 ΔPP/D = 0.0% 의 2차 성분은 ΔPP/D = 
12.5% 경우보다 약 16.7% 감소한다. 센서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센서 C0 위치와 ΔPP/D = 0.0% 거리를 기준으로 변동압력 수준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로 추정하면 ΔPP/D = 6.25% 위치에서 약 
4% 감소하며 ΔPP/D = 12.5% 위치에서는 11% 감소가 추정된다. 
따라서 Fig. 11과 Fig. 12에서 변동압력 변화율을 차이는 정성적
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Fig. 8 Installation position of pressure   

     sensors on hull surface of ship model 

              

Fig. 9 Position arrangement of pressures sensors



Fig. 10 Comparison of pressure fluctuation at propeller 
plane(z : propeller plane with respect to ΔPP/D = 0.00%)

Fig. 11 Comparison of pressure fluctuation to the propeller  
          axis direction (x : propeller plane with respect to  
          ΔPP/D = 0.00%)

변동압력 수정 계수 없음.실선 확장값, 식 추가

Fig. 12 Comparison of pressure fluctuation to propeller  
          axis direction (x/D=0.0% : location of each      
          propeller plane)

Fig. 13은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 Fig. 8과 같이 모형선, 프로
팰러 및 타(δR=00)를 설치한 상태에서 터널 시험부 유속 8m/s를 
유지하며 프로펠러 회전수를 변화하면서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추력과 토오크를 계측한 결과이다. Fig. 13의 ηB는 터널에서 계
측한 추력과 토오크를 사용값으로 예인수조 자항시험의 ηB와는 
다르며 고속유동상태에서 프로펠러의 성능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프로펠러 위치변화에 대하여 프로펠러 성능의 변화가 적다. Δ
PP/D=0.0% DLS 경우에 토오크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상선의 프로펠러 설계점의 KT/JS2 = 0.2406에서 ΔPP/D=0.0%, 
6.25%, 12.5%에 해당하는 ηB_LCT는 각각 0.8415, 0.8426, 
0.8421으로 매우 적은 차이를 보이며 6.25% 경우가 조금 크다.
인다. 이것은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선의 Froude no.
가 약 0.49로 매우 높고 날씬한 선형이어서 프로펠러 위치변화에 
따른 반류변화도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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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ropeller performance test results with respect to   
          the distance between propeller and rudder behind   
          hull model at LCT(U0=8.0 m/s) 

4. 타력 특성
  타에 작용하는 힘은 모형선 선미 상부에 설치된 타 동력계(3분
력)로 계측된다. 타의 양력, 항력 및 타 토오크 모멘트 계수는 각
각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타의 양력은 프로펠러 축에 수직방향 
분력이다.

    

       S : projected area of rudder
       L : chord length at mid span of rudder
       U 또는 U0 : water speed at test section of LCT

Fig. 14~ Fig. 17은 프로펠러 위치변화에 대하여 각각 양력
계수, 항력계수, 양항비 및 타 토오크 모멘트 계측결과를 보
여 준다. 양력계수는 프로펠러 위치변화에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에 항력계수와 타 토오크 모멘트는 프로펠러 위치가 타
에 접근할수록 증가하고 양항비는 작아진다. 

Table 2에서 * 표시된 수치는 프로펠러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
에 대하여 ΔPP/D=0.00%와 타각 0도 상태에 해당하는 프로펠러 
회전수 35.55 RPS로 설정한 상태의 프로펠러 추력과 토오크의 
변화를 표시한다. ΔPP/D=12.5%의 경우는 ΔPP/D=0.00%와 비
교하여 추력과 토오크 계수는 각각 약 0.45%, 1.0% 감소하며 
동일 추력계수 상태에서는 프로펠러 회전수는 약 0.56% 증가한

다. 따라서 프로펠러는 타에 근접할수록 추력과 토오크가 미소하
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 면 위치 변경 시에 타
각 0도에서 추력계수를 0.1960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추력계수 
설정 후 타각변화에 따른 프로펠러와 타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프로펠러 추력 및 토오크의 변화량은 Fig. 18에서 보여준다. 타 
각도 -120≦ δR ≦+120 범위에서 배가 시계방향으로 선회 시에
는 프로펠러의 추력과 토오크가 각각 약 1.9%, 약 0.75% 증가
하며 반 시계방향으로 선회 시에는 약 2.5%, 약 1.5%씩 증가한
다. 즉 반 시계방향으로 선회하는 타각에서 프로펠러의 추력과 
토오크가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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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istribution of lift coefficient of rudder according to 
rudder angle 8.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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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istribution of drag coefficient of rudder according 
to rudder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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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der 

         according to rudder angle
    

Fig. 18  Effect of rudder angle on the thrust and 
torque of propeller behind model propeller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선 운항상태인 캐비테이션 발생 조건에서 타 
간격 및 타각변화에 대하여 선체, 프로펠러 및 방향타 상호작용 

특성을 파악을 하였다. 선미 방형비척 계수가 작은 날씬한 선형
이어서 프로펠러 면 위치에 따른 반류변화가 비교적 작은 편이었
다. 저속 비대선의 경우에는 프로펠러 면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
로 반류분포의 변화가 더 크며 상호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상호작용해석 방법은 다른 선종에 대해서도
도 적용할 수 있다. 상기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선박의 추진성능
은 자항시험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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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전 가동타 타력특성 및 캐비테이션 성능제어 연구 
김기섭1, 박영하1, 김건도1, 안종우1, 백부근1, 김성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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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avitation control and rudder-force for a full-spade rudder

Kim Ki-Sup1,Park Young-Ha1, Kim Gun-Do1, Ahn Jong-Woo1, Baek Bu-Geun1, Sung-Pyo Kim2
KIOST/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1,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 Co., Ltd2

요 약
선박의 방향타는 프로펠러 후류에서 작동하고 타의 상하면의 유동 유입각이 달라서 타각에 따라 타 상부 및 하부면, 좌우현면 각각 

타 캐비테이션발생 특성이 다르다. 그리고 특히 타  tip 및 sole 부분에도 격렬한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타 양력, 항력 및 토오크 특성
은 선박의 추진성능과 조타기 용량 추정 및 개선에도 주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50K급 LNG 운반선 전 가동타(full spade rudder)를 대
상으로 방향타 형상 개선설계를 수행하고 성능검증을 위하여 대형캐비테이션 터널에서 타 캐비테이션 특성관찰 및 타력 특성을 계측하
였다. 기존 방향타와 성능비교를 통하여 개선 방향타가 캐비테이션 성능과 타 양항비, 토오크 특성이 개선된 결과를 보여준다. 

Keywords : full-spade rudder(전 가동타), rudder cavitation(타 캐비테이션), rudder force(타력), lift to drag ratio(양항비), rudder stock 
moment(타 모멘트), rudder tip vortex cavitation(타 팁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1. 서 론
선박의 방향타는 프로펠러 후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Fig. 1

에 보는 바와 같이 타의 상부면과 하부면에 유입 유동의 입사각
이 달라지며 선체반류와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이 매우 크다. 선박
의 운항 조건에 따라 타 표면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며 표면 침
식을 유발한다. 또한 타의 양항력 성능 효율향상 측면에서 타 형
상설계가 중요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0K급 LNG 운반선을 대상으로 방향타에 발
생하는 캐비테이션 제어 및 효율 향상을 위하여 방향타 단면 및 
형상을 개선하고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일련의 모형선 시험
을 수행하여 타각 변화에 따른 양력 및 항력 특성, 타 표면 캐비
테이션 특성을 조사하고 타 형상 변화에 따른 성능을 조사하였
다. 

2. 타 형상설계 및 시험조건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은 타의 형상은 7종이며 선미부 배치도

는 Fig. 2에 보이며 모형 타의 형상과 단면분포는 각각 Fig. 3과 
Fig. 4에서 보는바와 같다. 타 stock 위치는 선체에 동일한 위치
이다. 각 타의 형상 특성들은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R1과 
R2는 측면 형상이 동일하고 tip은 절단형(truncated)이며 단면형
상이 다르다. 

R5는 측면도 면적과 단면형상은 R1과 동일하며 -0.5R에서 
절단 한 것이다. R5~R9는 타의 하부면의 앞날 부분을 곡면처리
하고 곡면 처리 시작부분을 달리한다. 타 R6~R8의 tip은 절단형

        
Fig. 1 Direction of inflow angle on the rudder  

        behind propeller

이며 타 R9는 타 R7 형상에 추가적으로 tip에 유선형의 두께
분포를 갖는다. 모형프로펠러의 직경은 250mm이며 시험조건은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다.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시험부 유속은 
7.08m/s으로 비교적 높은 레이놀즈 수를 갖는다. 타 각도 변화 
시험범위는 ±210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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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awing of rudders behind model ship

Fig. 3 Photograph of rudder model R1, R2, R5, R6,  
         R7, R8, R9

Fig. 4 Distribution of section shapes of rudder R6, R7,  
         R8, R9

    Table 1 Geometrical Characteristics of rudder shapes

    

고유
번호 타 특성 타 투영

면적비(%)
R1 NACA 0020, truncated tip 100
R2 NACA 643, truncated tip 100
R5 NACA 0020, truncated tip,

span(cut-off at -0.5R) 100

R6 NACA 643, truncated tip,
rounded L.E from -0.3R 97.82

R7 NACA 643, truncated tip,
rounded L.E from -0.5R 98.57

R8 NACA 643, truncated tip,
rounded L.E from -0.7R 99.30

R9 NACA 643, rounded tip,
rounded L.E from -0.5R 99.22

  

     Table 2 Test conditions of all rudders at LCT

    

model ship no. KS1200(151K LNG선)
model propeller no. KP933

draft full load condition
UO(m/s) 7.08

KT 0.1942
propeller σn_center 2.2679

rudder turnning angle  -210 < δR < +210

3. 타력 특성
  방향타 성능시험은 Fig. 5와 같이 대형 캐비테이션터널 시험부
에 설치된 상태로 수행하였다. 타에 작용하는 힘 계측은 Fig. 6
에 보는 바와 같이 선미 상부면에 설치된 타 동력계(3분력)로 이
루어진다. 타각은 δR로 표시하며 Fig. 7과 같이 타의 앞날이 좌현
으로 향하는 경우에 (+)이며 우현으로 향할 때 (-)으로 정의한다. 
타의 양력, 항력 및 타 토오크 모멘트 계수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타 측면 투시면적 S은 Table 1과 같이 동일하지 않으
나 타력의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모든 타의 타력 무차원 계수에 
동일하게 R1의 면적을 적용하였다.

    
       S : projected area of rudder
       L : chord length at mid span of rudder
       U 또는 U0 : water speed at test section of LCT

  모형시험에서 계측한 양력, 항력, 양항비 및 토오크 모멘트 특



성은  각각 Fig. 8,  Fig. 9, Fig. 10 및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NACA 0020단면 보다 NACA 643 단면을 갖는 타의 양항
비 성능은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R5를 제외하면 NACA 
0020단면을 갖는 R1을 기준으로 약 10% 내외로 증가하는 결과
를 보여준다. R5는 상대적으로 aspect ratio가 작아 3차원 효과
가 보다 크게 작용하여 양항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13는 타 토오크 최대치와 최소치 차이를 기준으로 모멘트 
증감율을 보여주며 R1을 기준으로 약 40% 내외의 감소를 보여
준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타 R1(NACA 0020)은 Fig.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토오크 모멘트가 크게 나타난다.양항비 
증가는 효율측면에서 그리고 타 토오크 모멘트 감소는 조타기 용
량 선정에 보다 유리할 것이다.   

     
Fig. 5 Installation of propeller and rudder(R6)  

         behind model ship at LCT

      
Fig. 6 Rudder balance 

               Fig. 7 Definition of sign of 
rudder turnn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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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lift coefficient of rud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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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drag coefficient of rudders 

CL

C
L/C

D

-1.0 -0.8 -0.6 -0.4 -0.2 0.0 0.2 0.4 0.6 0.8 1.0
-10

-8

-6

-4

-2

0

2

4

6

8

10

R1
R2
R5
R6
R7
R8
R9

 Fig. 10 Comparison of CL/CD coefficient of rud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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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Rudder stock moment coefficient of rudders   
                based on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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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ck momentof each rudder

4. 방향타 캐비테이션 특성
  모든 타의 캐비테이션시험 조건은 Table 2에서와 같이 동일하
다. Fig. 14와 Fig. 15는 각각 R1과 R2 타각 변화시 좌현 측 타 
표면에 발생한 캐비테이션을 보여주며 캐비테이션 발생량은 
+120≦ δR ≦+210에서는 R1이 적다. R1과 R2의 우현측 캐비테
이션 발생량은 -120≦ δR ≦-210에서 R1이 적다. 타 R1과 R2

  

 Fig.14 Cavitation patterns on port side of rudder R1

  

Fig.15 Cavitation patterns on port side of rudder R2

는 공통적으로 tip 부분 sole에서 시작한 강한 보오텍스 캐비테이
션이 매우 격렬하게 발생하며 종종 tip 단면 하부면에 침식을 유
발하는 경우가 있다. 타 R6~R9의 타각변화에 대한 타 좌현측 캐
비테이션 관찰결과는 Fig. 16~Fig. 19에서 보이며 타 우현측 관
찰 결과는 Fig. 22~Fig.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Fig. 26
은 δR = -210 에서 타의 좌현측 하부면의 캐비테이션 관찰 결과
를 확대하여 보여준다. R6~R9를 R1과 R2와 비교하면 타 tip 부
분의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초기발생 위치가 tip 단면의 중앙부 
하류로 이동하였으며 강도가 보다 약해졌다. 특히 R9의 tip 부분
의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초기발생은 거의 끝날 근처에서 발생한
다. 타 R6~R9의 앞날 근처의 캐비테이션 발생특성은 상호 약간 
차이를 보이나 타 R1과 R2외 비교하면 앞날근처 표면 캐비테이
션 발생량이 감소하고 격렬함이 약화된 것으로 관찰된다.



Fig.16 Cavitation patterns on port side of rudder R6

Fig.17 Cavitation patternson port side of rudder R7

Fig.18 Cavitation patterns on port side of rudder R8

  

Fig.19 Cavitation patterns on port side of rudder R9

  

Fig.20 Cavitation patterns on STB side of rudder R1

  

Fig.21 Cavitation patterns on STB side of rudder R2



Fig.22 Cavitation patterns on STB side of rudder R6

Fig.23 Cavitation patterns on STB side of rudder R7

 

Fig.24 Cavitation patterns on STB side of rudder R8

  

Fig.25 Cavitation patterns on STB side of rudder R9

        

Fig. 26 Cavitation on the lower   
        part of rudder behind model  
       ship (rudder angle, δR = -210)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타 캐비테이션 성능 제어를 위하여 타 형상 설
계변수 변화에 대하여 대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모형선 3차원 
반류 중에서 비교적 높은 레이놀즈 수에서 모형시험 수행하여 타
의 양력, 항력 및 모멘트를 계측하고 타 표면에 발생하는 캐비테
이션 특성 관찰결과 비교하였다. 타 하부면에서 앞날의 곡면형상
은 앞날 근처의 캐비테이션 발생량 감소와 거동의 격렬함 감소 
하였고 타 tip의 보오텍스 캐비테이션도 크게 개선하였다. 특히 
타 R9는 기존의 전 가동타에 비하여 타 tip에 발생하는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항비도 우수하
고 타 토오크 모멘트도 감소하여 조타기 용량선정에 유리함을 보
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 형상에 따른 캐비테이션성능 제어 관점
으로 다루었으며 자항추진 및 조종성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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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오 도료가 도장된 평판에 대한 항력 성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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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방오(anti-fouling) 도막에 대한 마찰 항력 계측 시험 방법을 유체역학적인
측면에서 정립하는 것이다. 시편은 2차원 평판의 바닥에 500mm의 공간을 만들어 방오 도료를 도장하여 준비하였다. 방오
도료가 도장된 도막 평판을 1달 간 정적(static) 해수(sea water)와 접촉하게 하여 도막 표면에서 충분한
가수분해(hydrolysis)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방오제(antifoulant)의 용출이 발생한 도막 평판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중형 캐비테이션터널에서 마찰 항력 성능을 평가하였다. 시험부 유속을 9m/s까지 변화시켜가며
6분력계(6-component force balance)를 이용하여 직접 항력을 계측하였다. 또한 레이저 도플러 유속계(laser Doppler 
velocimetry)를 이용하여 도막 평판 위 난류경계층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낮은 유속에서는 도막의 거칠기(roughness)가
마찰 항력에 영향을 주었으나 높은 유속으로 갈수록 도막 표면 위 나타나는 일관된 난류 와류 구조(coherent turbulence 
structure)와 표면 간의 상호작용이 마찰 항력에 큰 영향을 주었다.  
 
Keywords: Anti-fouling paint(방오도료), skin friction(마찰 항력), Profile drag(단면 항력), turbulent boundary layer(난류경계층), LDV(laser Doppler 
velocimetry) 
 

1. 서 론 
 
선박이 해양을 항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선체 

표면에 방청(anti-corrosion)과 방오(anti-fouling) 도료를 
도장해야 한다. 특히 방오 도료의 경우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 선체에 부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중생물-점질(slime), 조류(algae), 따개비(barnacle)의 부착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Mehmet Atlar, 
2008). 무엇보다도 부착된 수중생물은 선체의 거칠기 
증가와 함께 중량 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선박의 저항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방오 도료의 방오 성능은 
선박의 부가적인 저항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   

방오 도료는 수중생물에게 독성(toxicity)을 나타내는 
유기주석화합물(organ tin compound), 수은/구리화합물 
등이 도료에 함유되어 있어 선체 표면으로부터 서서히 
수중으로 방출됨으로써 수중생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재래식 독성 방오 
도료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환경 폐해가 
비교적 적은 이산화 구리(아산화동;Cu2O) 등이 포함된 방오 
도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도료의 특정 성분이 

가수분해(hydrolysis)에 의해 선체 외부로 유출되는 형태의 
도료를 자기마모(self-polishing)형 도료라고 하는데 도막이 
해수와 접촉하면 SPC(self-polishing co-polymer) 수지(resin)의 
표면으로부터 가수분해를 일으켜 방오제(antifoulant)인 
아산화동과 수지와의 결합이 끊어져서 해수 중에 방오제를 
용출한다. 동시에 수지분도 수가용성(water soluble)으로 
되어 도막표면이 물 흐름에 따라 깎여 나간다(Sung, 1998). 

근래 들어와 이러한 SPC 방오 도막이 방오 기능뿐 만 
아니라 마찰 항력(skin friction) 감소 기능도 함께 발휘될 수 
있도록 도료의 수지 및 방오제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SPC 방오 도막은 해수와의 가수분해에 의하여 
방오제가 용출되고 용출된 후의 도막 표면은 마이크로 
단위의 거칠기를 갖는 표면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거칠기의 표면 구조가 해수 중 항력 감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Diege Meseguer et al., 2004). 
또한 도료의 수지에 Si 계열의 소수성(hydrophobic) 
방오제를 소량 첨가하여 도막의 표면에너지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silyl계 Tin Free 
SPC 방오도막이 기존의 metal계 Tin Free SPC 방오도막에 
비해 실제로 마찰 항력이 낮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방오 도막이 도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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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에 대한 항력을 계측하여 마찰 항력 성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중형 캐비테이션 터널(MCT:medium-size 
cavitation tunnel)에서 9m/s까지 유속을 높여 dynamic 
상사를 얻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또한 마찰 항력 감소의 원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1차원 
레이저 유속계(LDV:laser Doppler velocimetry)를 이용하여 
평판 위 난류경계층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Ahn et 
al.(1991)은 레이저 유속계를 이용하여 2차원 날개 단면 
주위의 난류경계층을 연구한 바 있어 해당 계측 방법을 
참조하여 계측을 수행하였다. 

 

 

(a) Slime on the hull 

 

(b) Barnacle on the hull 
Fig. 1 Marine fouling on the hull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차원 평판에 대한 항력 계측과 LDV 계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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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판 모형은 마찰 항력 계측을 위해 

설계 제작되었다. 선박용 방오도막 Tin Free SPC에 대한 
시험을 위하여 평판 모형을 제작하였고 SPC 도막이 아닌 
기준(bare) 표면에 대한 자료 획득을 위해 1개의 평판을 더 
제작하였다. 모형 평판의 길이는 950.0mm이고 폭은 
340mm, 두께는 10mm이다. 평판 모형은 NACA0024 
스트럿(strut)을 이용하여 6분력계인 R37과 연결된다. 평판 
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틀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판의 재질로써 연강을 사용하였으며 열처리를 수행하여 
평판의 편평도(flatness)를 극대화 하였다. 

 

 
Fig. 1 Photo of flat plate model in cavitation tunnel 
 

Fig. 2 Side view sketch of the flat plate(green arrow : 
room for painting) 

 

 
Fig. 3 Portable surface roughness tester SJ-210 for roughness 
measurements 
 

Fig. 1에 공동수조에 설치된 실제 평판 모형의 사진을 

앞날 뒷날 
도료가 도장 될 공간 



나타내었다. 평판에 효율적인 도료의 도장을 위해 바닥에 
500  mm 깊이의 공간을 Fig. 2와 같이 만들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방오도료는 총 2종이다. 방오도막의 두께는 대략 
100 ~ 250  mm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2 종류의 Tin Free 
SPC 방오도막을 사용하였는데 각각 방오도막 1(AF 1), 
방오도막 2(AF 2)라고 칭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된 
평판들의 표면-도장될 영역을 제외-에는 추후 해수(sea 
water) 침적(deposition)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수 
부식(corros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폴리아미드(polyamide) 
코팅을 100  mm 두께로 시공하였다. 이렇게 폴리아미드 
코팅된 평판들의 평판 바닥에 기 준비된 500  mm의 공간에 
선별된 방오도료를 도장하였다. 

도막의 표면 조도(roughness)가 유속 변화에 따른 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장평판의 표면 조도를 미리 
계측하였다. 조도 계측에는 일본의 Mitutoyo사에서 제작된 
휴대용 조도 계측기(SJ-210)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계측기의 
분해능 range(mm)/resolution(mm)은 360/0.02, 
100/0.006이었다.  

 

 
Fig. 4 Sea water deposition of painted plate 
 

 
Fig. 5 Six-component force balance for drag measurements 
 
Fig. 3에서 조도 계측기(SJ-210)를 이용하여 도막의 

조도를 계측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 침적 하기 전 
건조된 도막에 대해 조도계측을 수행하였으며 항력 계측 
시험을 수행하고 나서 도막을 건조 시킨 후 다시 조도를 

계측하였다. 도막 위 조도 계측 지점은 총 6점으로써 계측 
값의 신뢰성을 높였다. 

평판에 도장된 방오 도막이 원활하게 
자기마모(self-polishing)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수와의 접촉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오 도막과 
해수와의 접촉에 의한 충분한 가수분해(hydrolysis)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해수탱크 및 도막평판 
거치대를 제작하였고 서해안으로부터 해수를 옮겨 와 
해수탱크에 저장하였다. 해수 침적 시 해수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static) 상태에서 1달 간 유지하였다. 또한 방오 
도막으로부터 용출된 방오제 등으로 인하여 도막 표면의 
착색 또는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수탱크의 해수를 
새로운 해수로 침적 기간 중간에 교환하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장평판에 미치는 주유동(main flow) 방향 
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6분력계를 사용하였다. 편의상 유동 방향을 X 방향, 유동 
방향에 수직이면서 수조의 우측 옆 면을 향하는 방향이 Y 
방향, 유동 방향에 수직이면서 수조의 천정을 향하는 방향을 
Z 방향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평판 고정용 
스트럿(strut)과 지그(zig)는 공동 수조의 관측부 및 
6분력계와 강하게 고정되어 있다. X와 Y 방향은 ±500N, Z 
방향은 ±800N 범위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 시 최대 
0.4%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시험에서는 주유동 
방향인 X 방향의 힘에 대해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Fig. 6 Laser Doppler velocimetry for flow velocity 

measurements 
 
평판 표면 위에 형성되는 경계층을 계측하기 위해서 단텍 

다이너믹스(Dantec Dynamics)사에서 제공하는 1차원 
LDV(laser Doppler velocimetry)를 사용하였다. 난류 경계층 
내 미세한(0.5mm 이내) 경계층(boundary layer)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하게 계측 프로브(probe)를 이동할 수 
있는 3차원 트래버스(traverse)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0 mm 간격으로 프로브를 이송 가능한 자동 트래버스를 
이용하였다. 레이저 도플러 속도계는 532nm의 파장을 갖는 
2개의 레이저 빔을 프로브로부터 계측지점으로 
발생시키는데 이 두 빔이 유체 중 계측 위치에서 교차하여 
간섭무늬(interference fringes)를 형성하게 된다. 유체를 따라 
이동하는 미세 입자(TiO2, 3 mm 평균직경)가 간섭무늬를 
지나갈 때 산란광을 발생시킨다. 이 산란광의 파장(또는 
주파수)은 유체 속도에 따라 미세하게 변화하는 
도플러(Doppler) 효과가 나타나며 두 개의 레이저 빔을 
발생시킨 프로브에서 다시 감지된다. 이렇게 감지한 도플러 
신호에 대한 주파수 분석을 통해 유체의 속도를 0.04%(기준 
속도 대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측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공간 위치에서 초당 2000개의 도플러 신호를 
샘플링(sampling)하여 평균 값을 얻었다. Fig. 6은 레이저 
도플러 속도계 시스템과 실제 계측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험 조건으로 도장 평판에 
대한 항력 계측을 수행하였다. 

- 평판 : 도장평판 2개, 폴리아미드 코팅 평판 1개 
- 유속 : 평판에 유입되는 주유동 방향 속도 U0=1~9m/s,  
- 레이놀즈 수 : 0.5 x 106  ~  4.5 x 106 
- 경계층 계측 : 3, 5, 7m/s에서 수행 
- 항력 계측 : 1 ~ 9 m/s, 1m/s 간격 
- 공동 수조 시험부 내 압력 : 대기압 
- 공동수조 청수의 밀도   = 1000 kg/m3 
- 조도 계측 : 2회(해수 침적 전, 공동 수조 시험 후) 
 
조도 계측에는 조도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거칠기 

값들을 계측하였으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방오 도막의 거칠기를 Rt (최대 거칠기:거칠기 
곡선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mm단위로 나타낸 것임) 값을 위주로 하여 기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도막 평판에 대한 캐비테이션 터널 실험 전 
후에 계측한 조도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1. Roughness measurement results 

type  Rt (mm) 
AF 1 before 33.13 

after 35.84 
AF 2 before 15.28 

after 19.28 
각 방오도막의 결과를 보면 공동수조 실험 전 후의 조도 

값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AF 1의 경우 조도 값이 AF 2에 
비해서 2배 정도 큼을 알 수 있다. 

Fig. 7은 1차원 레이저 도플러 속도계를 이용하여 계측한 
경계층 속도 분포(profile)이다. 도막 표면에 가까운 곳에서는 
유속계의 트래버스를 10 ms로 이동시켜 정밀한 경계층 
계측이 되도록 하였다. 각 그림에서 (a)는 전체 경계층을 
plot한 것이며 (b)는 경계층의 Y/L < 2 이하의 영역을 
확대하여 plot한 것이다. X축은 유속 U를 자유흐름속도 U0로 
무차원화한 것이며 Y축은 벽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평판의 길이 L로 무차원화 한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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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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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arrow view 

Fig. 7 Velocity profiles of boundary layer measured at U0 = 
7m/s 
 
경계층 내에서 속도 분포를 보면 AF 1과 AF 2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Y/L < 2 영역에서 이 들 두 
개의 속도 분포는 폴리아미드의 그것 보다 다소 낮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어 폴리아미드 보다 AF 1과 AF 2의 



항력이 다소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레이저 도플러 
속도계를 이용하여 계측한 경계층의 속도 분포로부터 Table 
2와 같이 경계층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2. Properties of the boundary layer 
U(m/s) item AF 1 AF 2 
3 m/s d* 1.712 1.662 

q 1.213 1.175 
H 1.427 1.436 

Req 3618 3494 
5 m/s d* 1.511 1.575 

q 1.086 1.136 
H 1.398 1.393 

Req 5385 5647 
7 m/s d* 1.492 1.462 

q 1.096 1.083 
H 1.373 1.372 

Req 7597 7497 
 
위의 표에서 d*은 배제두께(displacement thickness)이며 

아래의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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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는 계측된 유속, U0는 경계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흐름속도(free stream velocity)를 의미한다. 또한 모멘텀 
두께(momentum thickness) q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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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값은 형상인자(shape factor)라고 하며 경계층 유동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q
d *

=H        (3) 
 
H 값이 1.3 – 1.4 정도가 되면 난류 경계층(turbulent 

boundary layer)이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H = 2.4 - 2.6가 
되면 층류 경계층(laminar boundary layer)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경계층 특성을 H를 통하여 
살펴 보면 전체 속도 구간에서 난류 경계층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난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 형상이 실제 난류 경계층의 
그것과 유사(asymptotically)한지 살펴 보기 위해 모멘텀 
두께에 근거한 레이놀즈 수를 검토하기도 한다. 이 레이놀즈 
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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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는 동점성계수(kinematic viscosity)이다. 실제 

난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 형상을 점근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Req 값이 600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David et al., 1999) 대체로 3000 정도 이상이면 난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잘 근사하게 된다. 

난류 경계층의 특성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속도 
분포의 형상이나 모멘텀 두께에 근거한 레이놀즈 수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난류 경계층은 이러한 속도 분포뿐 
만 아니라 일관된 난류 구조(coherent turbulence 
structure)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관된 난류 구조는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y+ < 200 정도의 영역에서 
유동방향의 보오텍스(longitudinal vortex) 구조를 보이며 
이러한 보오텍스 구조는 전체적으로 머리핀(hairpin)의 
형태를 띄며 벽면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Fig. 8 Coherent turbulence structure in a turbulent boundary 
layer(from Smith, 1984) 

 
유동방향의 보오텍스가 벽면과 가까이 접근하여 벽면과 

강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마찰 항력이 증가하고, 
유동방향의 보오텍스가 벽면과 멀어져 벽면과 상호작용이 
약해지면 마찰 항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이 리블렛(riblet) 패턴이 새겨진 수영복이다. 
리블렛의 팁(tip)이 보오텍스가 벽면과 닿지 못하게 하거나 
보오텍스를 와해시켜 벽면과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Koo et al., 2004). 결국 경계층 내 유동의 벽면 
조건(slip 또는 no slip)뿐만 아니라 유동방향의 보오텍스에 
의한 벽면과의 상호작용 유무를 파악하여 방오도막에 의한 



난류 구조가 마찰 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오텍스는 말 그대로 
회전하는 유동이며 유동 안에 보오텍스가 존재하게 되면 
주위 유동을 불안정(instability)하게 하거나 변동(fluctuation) 
성분을 증가시켜 난류 강도(turbulence intensity) 값을 크게 
한다. 난류 강도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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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방향 보오텍스가 벽면과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벽면 
가까이에서 큰 난류 강도 값이 분포하게 되고 보오텍스의 
강도가 증가하면 난류 강도 값이 증가하게 된다(Paik and 
Le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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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turbulence intensity distributions in 
turbulent boundary layers 
 
Fig. 9는 각 도막평판에 대한 난류 강도 계측 값이다. 

그림들을 보게 되면 유속에 따라, 표면의 도막 상태에 따라 
난류 강도의 최고치(peak) 값의 크기와 위치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유속 5m/s에서는 2개 도막 위 경계층에 
대한 난류강도 최고치 위치가 벽면 Y/D =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AF 1과 AF 2에서 서로 유사한 위치에 난류 
보오텍스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속이 7m/s로 증가함에 따라 AF 1의 최고치 위치는 
5m/s의 그것과 유사하나 AF 2의 경우 최고치 위치가 Y/L = 
0에 가깝게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F 
2의 난류 경계층 내 난류 보오텍스 구조가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벽면과의 상호작용이 점차 증가하여 마찰 항력을 
증가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비록 도막 표면의 상태나 
기하학적 형태를 직접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난류 경계층 내 
난류 강도를 계측하여 난류 보오텍스 구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도료 구성물들의 선정, 배합, 도장법 등이 마찰 
항력에 유체역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면(profile) 항력은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마찰 항력에 
평판 두께에 의한 형상 항력(form drag), 스트럿(strut)에 
의한 압력 항력(pressure drag)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시험에서는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각 도막평판의 항력을 
측정하였으므로 형상 및 압력 항력은 각 속도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AF 1 도막평판과 AF 2 도막평판의 항력 차이가 마찰 
항력의 차이가 된다. 이러한 평가 방안에 기초하여 마찰 
항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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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rag measurement results on three turbulent 
boundary layers 

 
Fig. 10은 폴리아미드 평판과 도막평판들에 대한 항력 계측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유속(레이놀즈 수) 증가에 따라 



항력 계수 값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항력 계수 CD 
에 대한 정의는 아래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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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값은 6분력계를 이용하여 계측한 항력 값이고  r는 
청수의 밀도, A는 평판의 도막 면적이다. 3m/s 유속에서는 
AF 2의 항력 계수가 AF 1 보다 더 작게 검출되었으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이가 점차 작아져 9m/s의 
유속에서는 AF 1의 항력계수가 AF 2 보다 작아지고 
폴리아미드의 그것과 유사해 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속에 
대한 항력 계측 결과를 더 정량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각 
값들을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3. Results of skin friction reduction rate 

U0 5m/s 7m/s 9m/s 
type AF 1 AF 2 AF 1 AF 2 AF 1 AF 2 
CD 

(x10-2) 
1.423 1.442 1.351 1.360 1.325 1.340 

DR(%) -0.65 -2.52 0.03 0.98 1.71 3.21 
  
항력 감소율  DR은 폴리아미드 평판에 대한 각 도장평판의 
마찰 항력 감소율을 평가한 것이다.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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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CD는 6분력계를 이용하여 계측한 값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특히 CD_coating-CD_poly 값은 
도막평판과 폴리아미드 평판에 미치는 모든 항력 값들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동일 유속에서 평판 자체에 의한 형상 
항력과 스트럿 등에 의한 압력 항력 값은 서로 동일하므로 
결국 마찰 항력의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 마찰 항력 계수 
Cf에 대해서는 경우 난류 경계층의 수축과 경계층 내 난류 
변동성분의 증가로 인하여 벽면 바로 위 유속을 계측하여 
마찰 항력 계수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경험식(empirical formula)을 
이용하여 마찰 항력 계수들을 얻고자 하였다. Prandtl은 
경계층 높이에 따른 마찰 항력 계수의 산출을 위해 실험에 
근거하여 경험식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식을 power-law 
근사를 통하여 마찰 항력 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White, 
1994).  경계층 두께를  d라고 할 때 경계층 두께에 기초한 
레이놀즈(Reynolds)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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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찰 항력 계수는 아래의 
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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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도플러 속도계를 이용하여 경계층의 두께를 정확히 
계측하였으므로 위의 두 식을 이용하여 마찰 항력 계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위의 마찰 항력 계수에 대한 경험식에 
의하면 국소적인 마찰 항력 계수는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된다. 경계층 두께에 기초한 레이놀즈 
수는 유속에 따라 30000 ~ 60000 정도이었다. 이렇게 얻은 
레이놀즈 수와 마찰 항력 계수 값으로부터 Table 3에 보인 
항력 감소율  DR을 구하였다. AF 1 방오 도막은 5m/s에서 
폴리아미드에 비해 0.65% 정도의 마찰 항력 감소율을 
보였으나 유속의 증가에 따라 마찰 항력 감소율은 점차 
증가하여 9m/s에서는 폴리아미드에 비해 약 1.7%의 마찰 
항력 증가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AF 2 방오 도막의 경우 
5m/s 유속에서는 2.5% 정도 폴리아미드 보다 마찰 항력이 
감소하였으나 유속 증가에 따라 마찰 항력이 많이 증가하여 
9m/s에서는 약 3.2% 증가하였다. 저속(5m/s)에서는 AF 
2의 마찰 항력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으나 고속(9m/s)에서는 
AF 1의 마찰 항력 감소 효과가 뚜렷하였다. Table 1을 
고려하면 도막 표면의 거칠기가 5m/s 이하의 유속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여 표면 거칠기가 작은 도막에서 마찰 
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 거칠기 
효과는 도막 위를 지나가는 유속이 증가됨에 따라 낮아지고 
난류 보오텍스 구조에 의한 영향력이 더 지배적인 인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9m/s 유속에서 표면 
거칠기가 큰 AF 1 도막에서 마찰 항력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이유는 해당 도막의 표면 구조 또는 용출되는 방오제 
등에 의해 난류 보오텍스 구조가 영향을 받아 벽면과의 
상호작용이 AF 2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Fig. 9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 볼 때, 마찰 항력 감소를 위해 
도막의 표면 거칠기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도료사들의 
기본 개념은 난류 구조 제어 관점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장된 평판의 항력을 6분력계 등을 이용하여 
계측하는 방법만으로는 도막 표면이 유체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계층을 
세밀히 관찰하는 유체역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오도막의 마찰 항력 감소 성능을 살펴 

보기 위해 유체역학적인 측면에서 실험 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6분력계를 이용하여 도막평판에 걸리는 항력을 직접 
계측하는 기본적인 방법 외에 레이저 도플러 속도계를 
이용하여 도막 표면 위 난류 경계층을 계측하였으며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속 계측 결과와 항력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마찰 항력 감소율을 평가하였다. 비교적 
저속 구간에서는 도막 표면의 낮은 거칠기가 마찰 항력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7m/s 이상의 고속 구간에서는 
표면 거칠기 보다는 난류 보오텍스 구조와 벽면 간의 
상호작용이 마찰 항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난류 경계층을 자세히 계측하여 그 난류 보오텍스 
구조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유체역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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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study, we establish an analysis program and design process for the vane wheel which is a freely rotating device
installed behind a propeller. With regard to the design process, the vane wheel is to extract the energy from the propeller 
slipstream in turbine region, inner part of the vane wheel, and convert this energy into an additional propulsive thrust in 
propulsion region, outer part of the vane wheel. Two regions are to satisfy torque balance and at once the thrust is to act to 
the direction of ship advance.  

The developed program predicts the steady performance of the vane wheel considering the strong interaction between the 
propeller and the wheel. Hence circumference mean velocity distribution is used as an inlet condition. In order to consider the 
interaction, incoming velocity for the vane wheel is calculated considering the induced velocity from propeller to the vane 
wheel. Likewise, incoming velocity for the propeller is calculated considering the induced velocity from the vane wheel to 
propeller. Finally, the converged result is obtained from this repeating process.  

To verify this methodology, the predicted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CFD results as well as published data. 
 
Keywords: Vane Wheel(베인휠), Panel  method(패널법), Interactive induced velocity(유기속도), Design algorithm(설계알고리즘)  
 

1. 서 론 
 
최근 Green House Gas(GHS)감소를 위하여 운항 선박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EEDI)의 적용이 예정됨에 
따라, 추진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장치(Energy 
Saving Devices)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펠러 뒤에 설치되어 프로펠러축의 
토오크 없이 자유롭게 회전하는 베인휠(vane wheel)을 
패널법을 이용한 성능해석 프로그램 개발 및 베인휠 
설계과정을 확립하였다. 설계과정에 있어서 베인휠 은 
프로펠러 후류 회전에너지를 터빈부에서 흡수하여 베인휠 
을 회전하게 함으로서 프로펠러부가 추진력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De Coke,J.,1989) (Fig. 1) 베인휠은 프로펠러 
바로 뒤에 설치되어 프로펠러와의 상호관섭효과가 크다. 
상호간섭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프로펠러와 베인휠에 
유입되는 속도는 서로가 유기하는 속도를 고려하여 계산 

하였으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엄밀성을 
보였다.  

프로펠러와 베인휠 성능해석을 위해 프로펠러로부터 
임의의 떨어진 거리에서의 유기속도 계산방법을 수치화 
하였으며 계산결과를 다른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베인휠 성능해석결과는 선체 반류가 
불균일한 조건에서 CFD(STAR-CCM)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2. 베인휠 이론 

 
2.1 베인휠의 추력과 토오크 관계 

 
베인휠 시스템의 최적화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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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Performance property of vane wheel (Carlton.,1994) 
 

우선 베인휠의 안쪽부분은 터빈, 바깥부분은 프로펠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오크의 균형이 되어야 하며 추력은 
배가 전진하는 방향을 양수로 둔다면 0보다 큰값으로 
작용해야 한다.  (Carlton.,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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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T 는 날개 단면에 작용하는 추력, dQ 는 
토오크, R은 베인휠 tip 반경, tr 는 프로펠러부와 터빈부의 
transition, 0r 는 boss 반경을 의미한다.  
 

3. 성능해석 방법 
 

3.1 유입속도 결정 
 

베인휠의 유입속도는 프로펠러로부터 베인휠 위치에 
유기하는 속도를 반경방향으로 r/R=0.289~1.2 위치까지 
계산한다. 계산 결과를 불균일 선체 반류속도와 합하며 
vane wheel의 크기가 되도록 반경 방향위치를 1.2로 
나누어서 vane wheel의 유입속도를 결정한다. (Fig. 2) 
 

0 ( )wheel propV U r f= + Ñ
ur uur                                              
(3) 
 

프로펠러 유입속도는 베인휠이 프로펠러에 반경방향 
r/R=0.241~1.0까지 유기하는 속도를 계산한다. 계산결과를 
불균일 선체 반류속도와 더하고 프로펠러의 크기가 
고려되도록 반경 방향위치를 1.2를 곱해서 유입속도를 
결정한다. (Fig. 2) 
 

0 ( )prop wheelV U r f= + Ñ
ur uur                                              

(4) 
 

 
Fig. 2 Inflow velocity of vane wheel and propeller 

3.2 후류 모델링 
 

프로펠러의 후류는 수축되며 이를 고려하기 위해 
수치적으로 Tip vortex contraction angle( cd )은 15o 로 
하였다. (Greeley.,1982). 베인휠은 터빈부에서는 후류가 
확장이 되고 프로펠러부에서는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contraction angle을 0o 로 결정하였다. (Fig. 3) 
 

 
Fig. 3 Wake modeling of vane wheel and propeller 
 

3.3 성능해석 알고리즘 
 

프로펠러와 베인휠간에 상호영향을 유입류에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3번 
수행한다. 식(1)과 같이 베인휠의 설계조건인 토오크 균형과 
추력이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두 조건 중에 
토오크 균형이 만족하는지 우선 확인하여 만약에 토오크가 
0보다 크다면 전진비를 h만큼 증가시키고 0보다 작다면 
전진비를 h만큼 감소시킨다. 여기서 h는 전진비의 
증감양이며 수치기법 중에 수렴은 느리지만 항상 
계산결과가 발산하지 않는 bisection 방법을 사용한다. h와 

QK 의 초기값은 0.01이며 QK 의 허용오차는 510- 이다. 
토오크의 균형이 맞도록 위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토오크 균형이 된다면 추력이 0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만약에 추력이 0보다 크다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며 추력이 0보다 작다면 형상을 변화하도록 



메시지를 모니터에 출력한다. (Fig. 4) 
 

 
Fig. 4 Algorithm for performance analysis 
 

4. 프로펠러 유기속도 검증 
 
4.1 정상상태에서의 프로펠러 유기속도 계산결과 검증 
 

Chang. B.J(1997)은 전류면 x/R=-0.3, 후류면 
x/R=0.328에서 원주방향 평균속도변화를 나타낸다. 
  Fig. 5은 전류면 x/R=-0.3에서 원주방향 평균속도를 
보여준다. 후류면에서의 평균속도보다 전체적으로 낮으며 축 
방향 평균 속도성분은 실험값에 비해 약 1% 높으며 반경 
방향 평균속도는 낮은 속도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포텐셜 
코드에 의한 결과 (PSF, VSAERO)와 유사하다. 
 Fig. 6은 후류면 x/R=0.328에서 원주방향 평균속도를 보여 
준다. 축 방향 속도성분과 접선방향 성분은 허브근처에서는 
다소 높게 나오며 이를 제외하고는 약 3% 오차가 있다. 그 
이유는 날개의 허브부분에서 날개 단면을 표현해주는 정확 
성의 차이일지 모른다. 

 
Fig. 5 Circumferential Averaged Velocity at downstream 
z/R=0.328 
 

 
Fig. 6 Circumferential Averaged Velocity at downstream 
z/R=-0.3 



 
5. 성능해석 결과 

 
5.1 베인휠 제원 

 
베인휠은 Otto Grim이 1986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피치분포를 기초로 대략적인 제원을 결정하였다.  
베인휠은 전방의 프로펠러보다 늦게 회전하기 때문에 

피치가 상당히 크며 캠버분포는 터빈부에서 음의값을 
프로펠러부에서는 양의값으로 분포된다. 

 
Table 1 Properties of vane wheel 

Properties 
No. of blades 9 

Hub ratio 0.1375 
Section meanline NACA a=0.8 

Section thickness distribution NACA66(Modified) 
 
Table 2 Data of vane wheel 
r/R C/D P/D (deg)Sq  0 /t D  0 /f C  
0.137 0.0485 4.2696 0.0000 0.0229 0.0000 
0.165 0.0600 4.1547 0.0000 0.0221 -0.0062 
0.200 0.0727 4.0086 0.0000 0.0211 -0.0130 
0.250 0.0875 3.7998 0.0000 0.0196 -0.0210 
0.300 0.0989 3.5910 0.0000 0.0181 -0.0255 
0.400 0.1109 3.1733 0.0000 0.0152 -0.0295 
0.500 0.1097 2.7565 0.0000 0.0122 -0.0280 
0.600 0.1022 2.3449 0.0000 0.0096 -0.0215 
0.700 0.0908 1.9052 0.0000 0.0074 -0.0087 
0.750 0.0848 1.7912 -0.0724 0.0064 -0.0010 
0.80 0.0788 1.7433 0.0114 0.0055 0.0064 
0.850 0.0721 1.7190 0.2629 0.0045 0.0112 
0.900 0.0613 1.7122 0.7657 0.0036 0.0122 
0.950 0.0399 1.7114 1.6038 0.0026 0.0086 
0.975 0.0224 1.7113 2.1067 0.0021 0.0048 
1.000 0.0000 1.7118 2.6933 0.0017 0.0000 

베인휠 날개와 허브의 패널은 Kerwin(1978)에 의해 
제시된 cosine 간격으로 생성하였으며 후류면의 피치각은 
Loukakis 정리에 의해 계산된다. (Fig. 7) 

 

 
Fig. 7 vane wheel geometry 
 

5.2 베인휠 압력, 속도분포 
 
베인휠의 압력분포는 터빈부에서는 흡입면의 앞날 

압력분포가 최대값을 압력면에서는 최소값을 보여준다. 반면 
프로펠러부에서는 압력면의 앞날에서 압력의 최대값을 
가지며 흡입면에서 최소값을 보여준다. (Fig. 8) 이를 통해 
터빈의 경우 추력은 압력의 최대, 최소값이 분포하는 면에 
프로펠러와 반대이기 때문에 추력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 
프로펠러부에서의 압력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프로펠러보다 추력의 크기가 작다. 

 

 
Fig. 8 Pressure distribution of vane wheel 

 
 베인휠의 축 방향 속도분포는 터빈부에서는 

압력면에서의 속도분포가 흡입면보다 높게 보이지만 
프로펠러부에서는 속도분포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Fig. 9) 

 



 
Fig. 9 Axial velocity distribution of vane wheel 
 

5.3 베인휠 성능해석 결과 
 
 정상상태에서 베인휠의 성능해석 결과를 베인휠이 없는 

경우의 프로펠러 성능해석결과와  비교한다. 여기서 
프로펠러와 베인휠 각각의 추력계수, 토오크계수를 합하고 
효율을 계산할 때 무차원화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펠러와 
베인휠의 직경과 공칭반류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차원값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성능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와 베인휠의 성능해석결과인 
추력계수와 토오크계수를 추력과 토오크로 변화하여 각각 
더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차원화의 복작성을 없앴다. 그리고 
베인휠이 없는 경우의 프로펠러 성능해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계산된 추력과 토오크를 프로펠러를 기준으로 
무차원하여 최종적인 추력계수와 토오크 계수를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베인휠을 설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패널법과 CFD(STAR-CCM)결과와 비교하여 
Table. 3,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3 Result of performance analysis for vane wheel by 
Panel Method 

 J KT KQ h  
프로펠러 0.2860 0.2050 0.0233 0.4007 
프로펠러 

+ 
vane wheel 

0.2762 
 

1.2381 

0.2139 
 

0.0306 

0.0241 
 

0.000 

 
0.4068 

증  감  8.73% 3.48% 1.52% 
 
Table 4 Result of performance analysis for vane wheel by 
CFD (STAR-CCM) 

 J KT KQ h  

프로펠러 0.2860 0.1789 0.0233 0.3497 
프로펠러 

+ 
vane wheel 

0.2762 
 

1.2381 

0.1736 
 

-0.0277 

0.0228 
 

-0.0035 

 
0.3374 

증  감  -7.49% -2.17% --3.82% 
 
 베인휠은 프로펠러보다 늦게 회전하기 때문에 전진비는 
프로펠러보다 큰 값의 결과를 보여준다. 추력의 변화를 보면 
프로펠러는 베인휠의 영향으로 인해 추력이 0.0306 
증가하였으며 베인휠의 추력부에서 추력증가를 확인 할 수 
있다. 토오크의 변화는 베인휠의 영향으로 프로펠러의 
토오크 0.0007 증가하였으며 베인휠의 설계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프로펠러부와 터빈부의 토오크는 
0이 된다. 패널법 결과와 CFD(STAR-CCM)결과를 
비교해보면 CFD의 추력과 토오크의 증감량의 부호가 
패널법의 계산결과와 반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효율이 감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Green House Gas 감소를 위하여 지금까지 

개발된 에너지 절감장치중에 추진 향상이 비교적 높은 
베인휠의 성능해석 프로그램 개발 및 베인휠 설계과정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베인휠의 작동원리 및 
해석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프로펠러와 베인휠의 직경과 반류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차원화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성능해석에 있어서 
중요하다. 여기서 프로펠러와 베인휠의 무차원화는 
프로펠러를 기준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패널법을 이용하여 프로펠러 베인휠의 
성능해석 결과는 베인휠이 없는 경우의 프로펠러 
성능해석결과보다 추력과 효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패널법 결과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CFD(STAR-CCM)로 
계산하여 비교하였으며 베인휠해석을 고려하기 이전에 
프로펠러만의 경우에 성능해석에 대한 계산결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베인휠이 있는 경우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해석 방법에 따라 상반된 두 결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베인휠 형상은 Grim이 제시한 피치분포를 
이용하여 대력적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만약 베인휠 
형상이 최적화과정을 수행한다면 좀 더 높은 추력과 
효율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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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반응표면을 이용한 최적 선박설계 프레임워크 구축
이재철(부산대학교), 신성철(부산대학교), 김수영(부산대학교)

Development of Framework for Optimal Ship Design
based on Neuro-Response Surface Method(NRSM)

Jae-Chul Lee, Sung-Chul Shin, Soo-Young Kim

요 약

The trend of ship building industry has been progressed as more large and fast, since ship has emerged as an important 
means of transportation.  Especially, the research to make ship resistance to the smallest level was actively investigated in the 
aspects of energy conservation an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However, the optimization of full geometry, that taking 
account of hydrodynamic performance, in limited time is difficult because of extensive time takes for CFD calculation of resistance 
and propulsion performance. Hence, in the presented investigation, 'NRSM Based Optimal Design Framework' for optimal shape 
design was constructed using the experimental data of similar hull form and a few CFD calculation data in consideration of 
performances.  The optimization algorithm of the constructed framework is consisted of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BPN) 
and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II(NSGA-II), and the possibility of the constructed framework application was 
investigated by applying it to the optimization of 4300TEU container ship with a consideration of hydrodynamic performance.  

The hull form was designed and evaluated by using the commercial tool of FRIENDSHFIP – FRAMEWORK and Shipflow. The 
‘NRSM Based Optimal Design Framework’ was constructed by Matlab. 

Keywords : Optimization of Full Geometry, NRSM Based Optimal Design Framework,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BPN),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II(NSGA-II) 

1. 서 론
공학적 구조물의 형상은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선

박의 경우 초기 설계 과정에서 결정된 선형에 의해 유체성능(저
항성능, 추진성능) 및 여러 가지 성능이 결정된다. 따라서 초기에 
성능이 우수한 선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전형
적인 선형설계는 설계나선(Fig. 1)에 의한 반복적인 수정과정과 
성능 평가 과정을 통해서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여러 후보 선형들
을 생성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설계자의 경험에 의존하였다. 이
러한 전통적인 설계방법은 단계별 수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선형설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여러 
후보 선형들의 선수부의 조파저항은 이론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초기 추정이 가능하지만, 선미부에 발

생하는 점성저항과 프로펠러에 의한 불균일한 후류의 경우는 복
잡한 난류분포로 인하여 유체성능 계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초기 추정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된 시간에 
유체성능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가 어렵다. 따라서 선박의 선수/
선미부 형상에 따른 성능을 초기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여 유체성
능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대표적인 형상의 선형에 대한 수치해석적 
방법과 실험적 방법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KVLCC 선형의 조종성능 추정에 관한 실험 및 수치적 연구
(Jung, J.H., 2009)”, “CFD를 이용한 선미선형 최적화 기법 개
발(Kim, H.J., et al., 2007)”, “선체주위 유동해석 및 조파저항
관점에 의한 최적선형개발(Choi, H.J., 2004)” 등 대표적인 선박
의 형상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모형시험으로부터 
선형의 저항 및 추진성능 등을 측정하고, 계측된 값을 수치해석
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함에 있어 정확성을 높이고,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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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이렇게 계측된 선박의 저항성분과 
추진성능은 각 대형 조선소와 연구소에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뉴로-퍼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의 
초기설계 단계에서 반류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Shin, 
S.C., 2007)”와, “Form Parameter Design을 이용한 선형최적화
(Lee, Y.S., et al., 2009)”와 같이 수치해석방법을 바탕으로 형
상의 최적화를 통하여 선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초기선형을 바탕으로 선수부에서 발
생하는 조파저항 성분을 감소시켜 전체 저항을 감소시키고자 하
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수치해석 방법 및 컴퓨터
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선미부 형상의 최적
화 분야는 극히 일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난류가 지배
적인 선미부의 성능계산(저항 및 반류분포)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형상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계산을 필요로 하는 최적화
기법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Fig. 1 Traditional design spiral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축적된 유사선형의 모형

시험 자료 및 소수의 CFD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성능을 기반으로 
한 최적 형상을 결정할 수 있는 신경반응표면 기반 최적 설계 프
레임워크(NRSM Based Optimal Design Framework) 구축을 시
도하였다. 선형설계 작업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성능
계산을 유사선형의 실험 자료 및 소수의 CFD계산 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신경반응표면으로 설계공간을 구성하고,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성된 설계공간상에서 형상의 최적화를 
시도하였다. 초기설계 단계에서 구축된 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체성능(조파저항 계수, 점성압력저항 계
수와 반류비)을 고려한 4300TEU 컨테이너선 최적화 문제에 적
용하였다. 또한 구축된 프레임워크로부터 나온 결과를 Shipflow
의 해석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신경망의 학습은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생성된 12척의 CFD 해석 결과를 데이터
를 이용하였고, 파라메트릭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상용프로그램인 
FRIEND-SHIP과 SHIPFLOW를 이용하여 3차원 선형 설계와 성
능계산을 하였다. 

2. 신경반응표면 기반 최적설계 
프레임워크

일반적으로 공학적 구조물의 전통적인 설계과정은 설계자의 
직감, 경험과 기술에 의존한다(Fig.1). 따라서 복잡한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인적요소의 존재는 종종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 
설계과정에서 인적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능을 고려한 최
적설계 (Fig. 3)가 요구된다(Arora, J.S., 2004).

< Original Design > < Optimization Design >

Fig. 3 Original & Optimization design process 
  

 최적설계과정의 핵심은 구조물의 형상의 변화에 따른 거동해석 
및 성능평가이다. 복잡한 공학 구조물의 거동해석과 성능평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성능을 고려한 형상 
최적화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경반응표면 기반 최적설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성능을 고려한 최적 형상 설계를 시도하
였다. 프레임워크는 형상을 정의하는 부분, 유사형상의 성능을 
바탕으로 신경반응표면을 이용하여 설계공간을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최적화 부분으로 구성된다(FIg. 4)(LEE, J.C., et al., 
2013). 

Fig. 4 NRSM based optimal design framework



No. Design Variables
(1) Bulb Length
(2) Bulb Tip Elevation
(3) Bulb Half Beam at F.P
(4) Tangent at Bulb tip
(5) Entrance Angle 
(6) Tangent At Fwd Shoulder
(7) Fullness of FOS at Aft
(8) Run Angle 
(9) Fullness of FOB at Aft
(10) Cp
(11) LCB

Table 2 Design Variables 3.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구축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한된 시간에 

유체성능(조파저항 계수, 점성압력저항 계수와 반류비)을 고려한 
4300TEU 컨테이너선의 최적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4300TEU 
컨테이너선의 주요제원(Main dimension)은 Table 1과 같다.

LBP Beam draft Fn
251.7 m 32.2 m 12 m 0.234

Table 1 Main Dimension

초기 선형의 형상은 파라메트릭 설계기법이 적용된 상용 프로
그램인 FRIENDSHIP을 이용하여 4300TEU 컨테이선을 설계하였
다. 선형 설계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유체성능해석을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생성된 유사선형의 CFD 해석 결과를 이
용하여 신경반응표면으로 설계공간을 구성하고,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성된 설계공간상에서 형상의 최적화를 
시도하였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얻어진 최적 선형은 SHIPFLOW
를 이용한 CFD 해석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3.1 최적화 문제의 정식화
최적화 문제의 정식화 과정(Formulation process of 

optimization problem)은 다음 Fig. 5와 같다. 

Fig. 5  Formulation process of optimization problem

 아래 Eq. 1 & 2는 유체성능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 문제의 정
식화 과정을 보여준다.

Find b

to minimize
       

   
   Pr
  

  (1) 

subject to
   ≤ ≤  

   ⋯
  

                (2)

본 연구에서 설계변수(Design variables)는 선수부 형상, 선미
부 형상, 선형 전체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11개의 설계 변수를 

설정하였다. Table 2는 설정된 설계변수를 보여준다.

 각 설계변수에 따른 설계변수의 범위(제한조건(constraints))
는 형상이 퇴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설계변수와 제한조건이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파저항 계수( ), 점성압력저항 계수( )와 반류계수
( )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정식화를 하였다
(Eq.1).  

Low Limit Design Variable Upper Limit
7.0000 Bulb Length 9.3099
7.0500 Bulb Tip Elevation 8.6900
2.2905 Bulb Half Beam 

at F.P 2.3893

85.0000 Tangent at 
Bulb Tip 100.0000

9.5000 Entrance Angle at 
SAC 12.2300

130.0000 Tangent at Fwd 
Shoulder 140.0000

0.6100 Fullness of FOS 
at Aft 0.6400

85.0000 Run Angle at DWL 95.0000
0.6000 Fullness of FOB

at Aft 0.6200
0.6945  0.6963

123.0000 LCB 123.2386

Table 3 Range of Design Variable 

구축된 프레임워크에서 설계공간의 구성을 위해 소수의 CFD 
해석결과를 이용하였다.  CFD 해석을 위해 필요한 유사선형은 
직교배열표(L12 Standard Array)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Ross, 
P.J., 1996). Table 4는 작성된 직교배열표를 보여준다. 직교배
열표에 나타난 1과 2는 Table 3의 Low Limit, Upper Limit와 같
다. 



Trial 
no.

Column no.
1 2 3 4 5 6 7 8 9 10 1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2 2 2 2 2 2
3 1 1 2 2 2 1 1 1 2 2 2
4 1 2 1 2 2 1 2 2 1 1 2
5 1 2 2 1 2 2 1 2 1 2 1
6 1 2 2 2 1 2 2 1 2 1 1
7 2 1 2 2 1 1 2 2 1 2 1
8 2 1 2 1 2 2 2 1 1 1 2
9 2 1 1 2 2 2 1 2 2 1 1
10 2 2 2 1 1 1 1 2 2 1 2
11 2 2 1 2 1 2 1 1 1 2 2
12 2 2 1 1 2 1 2 1 2 2 1

Table 4 Orthogonal Array Table 

3.2 최적화 알고리즘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BPN)과 다목적유전

자 알고리즘(NSGA-II)을 하나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구성하여 
최적화 과정에서 성능 추정 및 계산에 따라 발생되는 소요시간을 
줄이고, 성능기반 최적 선형설계를 시도하였다.

성능해석을 위하여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 Processor: Intel(R) Core(TM) i5-2500 cpu@3.3GHZ
 - RAM: 8.00GB 

Table 5는 역전파 신경망(BPN) 학습을 위한 변수를 나타낸다. 
은닉층(Hidden node)의 개수는 입력층(In-put node)과 출력층
(Out-put node)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Back-propagation
In-put Node  (ni) Hidden Node Out-put Node  (no)

11 × 3

Table 5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Parameter

역

전파 신경망의 학습률(Learning rate)은 약 5000번에서 수렴이 
되었음을 Fig.9에서 확인 할 수 있고, 학습된 역전파 신경망
(pre-trained BPN)을 바탕으로 추론된 값은 초기 값과 유사한 결
과를 보인다(Table.6). 

 
Fig. 6 Learning Rate 

  

Original
Wave  

Resistance 
coeff.

Viscous 
pres.  

resist. coeff.

Wake 
Fraction

Case 1 0.8 0.7 0.8
Case 2 -0.1 -0.6 -0.7
Case 3 0.8 -0.3 -0.8
Case 4 0.4 0.7 0.8
Case 5 0.1 0.4 0.7
Case 6 -0.5 0.8 0.4
Case 7 -0.4 0.5 0.8
Case 8 -0.8 0.4 0.1
Case 9 -0.1 -0.1 0.4
Case 10 0.8 0.0 0.3
Case 11 -0.7 -0.2 -0.4
Case 12 0.5 -0.8 -0.7

Table 6 Result Analysis

Prediction
Wave  

Resistance 
coeff.

Viscous 
pres.  

resist. coeff.

Wake 
Fraction

Case 1 0.67 0.47 0.49
Case 2 0.09 -0.63 -0.93
Case 3 0.98 -0.21 -0.86
Case 4 0.39 0.53 0.74
Case 5 -0.16 0.66 0.94
Case 6 -0.74 -0.10 -0.25
Case 7 -0.43 0.70 0.97
Case 8 -0.90 -0.05 0.16
Case 9 0.27 0.38 0.77
Case 10 0.81 0.16 0.32
Case 11 -0.86 -0.28 0.03
Case 12 0.80 -0.53 -0.93

Table 7은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NSGA-II)의 변수를 나타
낸다.

NSGA-Ⅱ
Popsize Generation Crossover Mutation

100 1000 20 % 1 %

Table 7 Variable of NSGA-Ⅱ

구축된 신경반응표면 기반 최적설계 프레임워크의 최종적인 
결과인 Pareto optimum set은 Fig. 7과 같다.

Fig. 7 Pareto Optimum Set



Fig. 8 a comparison of the lines in 
Original and Optimization 

Fig. 9 Pressure of Original Hull Form

Fig. 10 Pressure of Optimization Hull Form 

Fig. 7에서 나타난 Pareto optimum set의 후보 설계들을 바탕
으로 설계자의 선호도에 따라 각 목적함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적의 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목적함수에 동
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선형을 선택하였다. Table 8은 대
상 선형(Target hull form)과 최적화된 선형(Optimal hull form)의 
설계 변수와 목적함수를 보여준다. 

대상 선형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결정된 최적 선형의 CFD 해
석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Original 

Optimization
Proposed 

Code CFD

Parame
-ters

Bulb 
Length 7.0000 8.1715

Bulb Tip 
Evelvation 7.0500 7.6217

Bulb Half 
Beam at 

F.P
2.2905 2.3465

Tangent at 
Bulb Tip 85.0000 94.8070

Enterance 
Angle 9.5000 11.5094

Tangent at 
Fwd 

Shoulder
130.0000 139.3077

Fullness of 
FOS at Aft 0.6100 0.6390

Run Angle 
at DWL 85.0000 89.1923

Fullness of 
FOB at Aft 0.6000 0.6173

Cp 0.6945 0.6957

LCB 123.0000 123.2330

Results

Wave 
Resistance 

coeff.
1.1710E-04 9.4800E-06 2.7867E-05

Viscous 
pres. resist. 

coeff.
2.6960E-04 2.5912E-04 2.7300E-04

Wake 
Fraction 2.1522E-01 1.9786E-01 2.0004E-01

Table 8 Results 

Wave 
Resistance 

coeff.
Viscous pres. 
resist. coeff. Wake Fraction

about 23.8% 
decrease

about 1.2% 
increase

about 7.1% 
decrease

Table 9 Objective Function Results 

Table 9는 복원성(Stability)과 관련된 요소인 Water Plane 
Area 및 유효마력(Effective hourse power, EHP)을 대상선형과 
최적선형의 비교 결과이다.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 최적
화된 선형의 경우 복원성의 평가요소인 Water Plane Area가 초
기보다 약 1.7% 증가하였고, 유효마력(EHP)의 경우 약 22%감
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Original Optimization
Water Plane Area 

(m^2) 7075.3770 7195.4950
Effective power 

(Kw) 1.5539E+04 1.2089E+04

Table 10 Results for Water Plane Area and Efficiency 
Power 

 

아래 Fig. 8은 대상 선형과 최적화된 선형의 비교를 보여 주고 
있으며, 최적화된 선형에서 선수부(bow part)와 선미부의 압력
(Fig. 9, 10)과 Wave Height(Fig. 11, 12)가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 Free surface Wave Height

FIg. 12 Comparison of the Initial Lines 
and Optimum Lines Wave cut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제한된 시간에 축적된 유사선형의 모형시험 자료 및 소수

의 CFD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성능을 기반으로 한 최적 형
상을 결정할 수 있는 ‘신경반응표면 기반 최적 설계 프레임
워크’ 구축하였다.

2) 구축된 프레임워크를 유체성능을 고려한 선형 최적화 문제
에 적용하여 약 30분의 소요시간으로 유체성능을 고려한 
최적선형을 생성할 수 있었다.

3) 대상선형과 구축된 프레임워크의 결과인 최적선형의 정량
적인 비교 값은 다음과 같다.

 A. 유체성능
  - 조파저항계수는 약 23.8%, 반류비는 약 7.8% 감소하였

고, 점성 압력저항계수는 약 1.7%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B. 복원성 요소 및 유효마력(EHP)
   - 복원성의 평가요소인 Water Plane Area가 초기보다 약 

1.7% 증가하였고, 유효마력(EHP)의 경우 약 22%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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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 시험으로 구한 조종성 미계수의 신뢰구간 분석 및 
조종성능 지수의 민감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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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 Analysis on the Manoeuvrability Indices Based on the 
Confidence Interval of Manoeuvring Coefficients from PMM Test 

Young Jae Sung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요 약 
 

Sensitivity analysis on the manoeuvrability indices was conducted by using the 95% confidence intervals of the manoeuvring 
coefficients.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efficients such as the expectation values, standard errors, t-statistics and the confidence 
intervals were estimated from the results of PMM (Planar Motion Mechanism) test. Methods of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for this 
purpose. T-statistics of the yaw related manoeuvring coefficients are larger than other coefficients and it causes the wider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rresponding coefficients. Manoeuvrability indices estimated by using the expectation values show reasonable agreem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more than 2% differences in the manoeuvrability indices can be found by using the upper and lower 
limit values of some coefficients. Especially, the variation of Nr within the confidence interval results in about 20% differences in the 
estimated overshoot angles. From these results, we can see that the more accurate estimates on the yaw related coefficients are 
necessary for the more accurate estimation of manoeuvrability of a ship. 
 
Keywords: Sensitivity analysis (민감도 해석), Manoeuvrability indices (조종성능 지수), Manoeuvring coefficients (조종성 미계수), Confidence interval
(신뢰구간), Planar motion mechanism test (PMM 시험), KCS model ship (KCS 모형선)  
 

1. 서 론 
 
구속모형시험 결과를 이용한 조종운동 수학모델 정립 및 

시뮬레이션은 설계단계에서 대상 선박의 조종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 방법은 
모형시험과 해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상 선박에 적합한 수학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종운동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ITTC, 
2008). 

조종운동 수학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수행되는 대표적인 
구속모형시험으로는 사항시험, Planar Motion Mechanism 
시험(이하 PMM 시험), Circular Motion 시험 (이하 CMT 
시험), 회전팔 시험 등이 있다. 이들 시험을 통해서 운동 
변수의 조합에 따른 힘과 모멘트를 계측하면, 해당하는 운동 
조건에서의 힘과 모멘트를 예측할 수 있는 수학모델 또는 
회귀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결정된 수학모델에 
포함된 회귀계수는 조종성 미계수라고 정의된다(Lewis, 

1988).  
구속모형시험을 통해 계측된 물리량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조종성 
미계수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신뢰구간이 있다.  

기존의 조종성능 구속모형시험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석 
연구는 계측된 물리량의 불확실성 요인 분석 또는 오차의 
전파 경로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ITTC, 2008, M. Ueno 
등, 2008). 이러한 연구는 각각의 시험에 대한 정확도 평가, 
오차요인 분석 및 향후 보다 정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 사항 검토 등에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불확실한 물리량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조종성 미계수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와 이에 따른 조종성능 지수 추정결과의 
차이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속모형시험을 통해 추정된 조종성 
미계수가 가지는 불확실성의 크기를 각각의 미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통해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조종성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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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수가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과 하한의 값으로 변할 때 
주요 조종성능 지수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하였다. 

 
2. 조종운동 방정식 

 
Newton의 제2운동법칙을 수평면 내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m이고 선수동요 관성이 Izz인 선박에 적용하면 식 (1)과 
같은 조종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 , ( ) , zzm u vr X m v ur Y I r N× - = × + = × =& & &     (1) 

 
여기서 u, v, r, X, Y, N는 무게중심 위치에서의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 속도와 힘을 나타낸다. 우변에 있는 X, 
Y, N를 모델링 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전선수학모델(또는 
Abkowitz형 모델)과 컴포넌트형 모델(또는 모듈형 모델)로 
구별이 가능한데,(ITTC, 2008) 본 연구에서는 컴포넌트 형 
모델을 사용하였다(Sung, 2009). 선박의 길이(L), 흘수(T), 
선속(U)를 이용해서 무차원화 된 형태로 컴포넌트 형 수학 
모델을 기술하면 식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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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는 무차원화 된 항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X¢P, 

X¢R, Y¢R, N¢R은 기존의 연구(Fujii와 Tuda, 1961, 
Matsumoto와 Suemitsu, 1983, Kijima와 Nakiri, 1999, Aoki 
등, 2006)를 참조해 식 (5), (6)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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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모형시험 

 
식 (2)~(6)의 조종운동 방정식에 포함된 X¢vr, Y¢v, N¢v 등의 

조종성 미계수는 구속모형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다. 예인수조에서 수행되는 대표적인 조종성능 관련 
구속모형시험으로는 사항시험과 PMM 시험이 있다. 각각의 
시험은 선체 단독의 나선(bare hull) 시험과 타와 프로펠러 
등의 부가물을 모두 장착한 시험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식 
(2)~(4)에 포함된 선체의 영향을 나타내는 조종성 미계수는 
Table 1에 정리한 나선 시험으로부터 계측한 힘과 모멘트를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다. 식 (6)에 포함된 선체와 타, 
프로펠러 사이의 간섭영향을 나타내는 미계수는 프로펠러와 
타를 모두 장착하고 프로펠러가 실선 또는 모형선 
자항점에서 구동하는 상태로 수행된 시험(Table 2)를 통해 
계측된 힘과 모멘트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Lewis, 1988).  

 
Table 1 Bare hull test conditions and related coefficients 

Type of test Test conditions Coefficients 
Static drift Drift angle, b 

(0°, ±2°, ¼, ±24°) 
X¢vv  
Y¢v, Y¢vvv  

N¢v,  N¢vvv 
Pure sway Sway acceleration, v¢&  

(
maxv¢& = 0.05, ¼, 0.30) 

m¢y  
vN &¢  

Yaw & drift 
(Pure yaw at b=0°) 

Yaw velocity, r 
(

maxr ¢ = 0.1, 0.2, ¼, 0.6) 

Drift angle, b 
(0°, 3°, 6°, 9°, 12°) 

X¢rr, X¢vr 

rY&¢ , Y¢r, Y¢rrr, Y¢vvr, 

Y¢vrr 
J¢zz, N¢r, N¢rrr, N¢vvr, 
N¢vrr 

 
Table 2 Fully equipped model tests and related coefficients 

Type of test Test conditions Coefficients 
Speed & rudder Drift angle, d 

(0°, ±5°, ±10°, ¼, ±30°) 
Speed, U/U0 
(1.00, 0.88, 0.75, ¼, 0.50) 

(1-tR) 
(1+aH) 
(x¢R +aH x¢H) 
e, kx 

Drift & rudder Drift angle, b 
(0°, ±2°, ¼, ±24°) 
Rudder angle, d  
(zero and a non-zero) 

g 

 



4. 조종성 미계수 및 신뢰구간 추정 
 
Table 1, 2에서 기술한 구속모형시험을 수행하면 특정한 

운동변수(u, v, r, du/dt, dv/dt, dr/dt) 또는 제어 입력(d, RPS)의 
조합에 대한 힘(X, Y)과 모멘트(N)의 표본평균(yi)과 
표본오차(ei), Fourier 계수 등을 구할 수 있다. 2장에서 
기술한 수학모델에서 각각의 모형시험과 관련된 성분을 
선택해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한 후 회귀분석을 수행하면 
조종성 미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 (7)과 같은 
다중회귀모형이 주어진 경우 최소자승법으로 구해진 
회귀계수의 기대값, Exp(b)와 표준오차 추정값, var(b)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 식 (8), (9)와 같다(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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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T TExp X X X Yb -= ×       (8) 
2 1( ) var( ) ( ) ( ) ( )T T Tse X X X DX X Xb b -= = × ×  

2 2 2
1 2( , , , )nD diag s s s= L          (9) 

 
추정된 회귀계수 또는 미계수는 잔차, (n-k-1)의 자유도를 

가지는 t 분포를 가지므로 계수의 100 (́1-a)% 신뢰구간은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2, 1)( )j j n kse t ab b - -± ×       (10) 

 
개별 회귀계수 또는 미계수에 대한 검정은 T-검정으로 

수행되는데, 양측 검정의 경우 Exp(b)와 se(b)의 비로 
결정되는 검정 통계량, t 의 절대값이 t(a/2,n-k-1)보다 크면 개별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5. 계산 예제 
 
이상에서 기술한 수학모델, 구속모형시험 및 조종성 

미계수의 신뢰구간 추정 방법을 3,600 TEU 급 컨테이너 
운반선(KCS)의 1/40 축척 모형선을 이용해 수행된 PMM 
시험 결과 해석에 적용해 보았다. KCS는 ITTC 조종성능 
연구 공시선형 중의 하나이다. 다수의 기관에서 수행된 해석 

결과가 공표되어 있으므로 조종성능 해석 결과의 비교 
검토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선의 주요 제원은 
Table 3과 같고, 모형선 및 프로펠러 형상은 Fig. 1과 같다. 

힘과 모멘트는 100 Hz의 샘플링 속도로 계측되었으며, 
정적 시험의 경우 최소 20초 이상, 조화동요 시험의 경우 
동요 주파수 한 주기 이상의 자료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힘과 모멘트는 Thompson t 기법 (ASME, 1998)을 적용하여 
이상값(out layer)을 제거한 다음 표본평균과 표본오차 및 
Fourier 계수를 구하였다. 

 
Table 3 Principle dimensions of KCS 

 Ship Model (1/40) 
Length bwt. perpendiculars [m] 

Breadth [m] 
Draft (Forward/Afterward) [m] 

Displacement [m3] 

230.0 
32.2 

10.8/10.8 
52030 

5.750 
0.805 

0.270/0.270 
0.8130 

Rudder height [m] 
Rudder movable part area [m2] 

9.90 
45.55 

0.2475 
0.0285 

Propeller diameter [m] 7.9 0.198 
 

 (a) Model hull 

 (b) Model propeller   (c) Model rudder and load cell 
Fig. 1 Photographs of KCS model 
 

사항시험 및 PMM 시험 결과는 Fig.2~Fig.4와 같다. 
각각의 그림에서 도형은 시험에서 구한 평균값 또는 Fourier 
계수를 나타내며 점선은 추정된 미계수로 구한 계산 값이다. 
결정계수, R2는 회귀식 또는 수학모델의 적합도를 내는 
지수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이 
실험에서 계측된 물리량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경우에 결정계수는 0.99에 가까운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추정된 미계수가 포함된 수학모델이 
계측된 힘과 모멘트를 잘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된 미계수의 기대값과 표준오차, t값, P값 및 ±95% 
신뢰구간은 Table 4, Table 5에 나타내었다.  



 (a) Surge force  (b) Sway force  (c) Yaw moment 
Fig. 2 Results of static drfit test (bare hull) 

 (a) Sway in-phase surge force  (b) Sway in-phase sway force  (c) Sway in-phase yaw moment 
Fig. 3 Results of yaw and drift test (bare hull) 

 (a) Rudder normal force  (b) Sway force from speed & rudder test  (c) Neutral rudder angle at different drift 
Fig. 4 Results of fully equipped test 
 

Table 4 Estimated statistics of interaction coefficients 
Coeff. Exp. S.E. t  value P  value Low 95% Up 95% 

(1- t) 0.868 0.006 149.0 0.000 0.856 0.879 

(1- tR)  0.671 0.027 24.8 0.000 0.617 0.726 

(1+ aH) 1.230 0.024 51.1 0.000 1.182 1.278 

(x¢R + aH x¢H)  -0.617 0.002 -339.8 0.000 -0.620 -0.613 

e 0.986 0.024 41.4 0.000 0.939 1.034 

g  (bR ³ 0) 0.522 0.016 -33.4 0.000 0.486 0.557 

g  (bR < 0) 0.315 0.012 25.4 0.000 0.287 0.343 

 

±95% 신뢰구간 범위에서 대부분의 계수는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값은 미계수의 기대값과 
표준오차의 비를 나타내는데, 이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추정된 미계수의 정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계수에서 t 의 절대값이 10이상이지만 선수동요 r관련 
미계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t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10)에 의하면 t값이 작은 경우에는 95% 
신뢰구간의 범위도 넓어지며, 이 구간에 0이 포함될 
확률(P값, 해당 미계수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이 채택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미계수의 경우 
모든 계수가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Estimated statistics of hull coefficients  
Coeff. Exp. S.E. t  value P  value Low 95% Up 95% 

X¢vv  -73.0 5.6 -12.9 0.0 -85.0 -61.0 

X¢rr  -17.2 2.0 -8.6 0.0 -21.4 -13.1 

X¢vr + (m¢+m¢y) 296.0 3.8 78.2 0.0 288.2 303.8 

Coeff. Exp. S.E. t  value P  value Low 95% Up 95% 
m¢+m¢y 371.6 0.8 465.9 0.0 369.5 373.6 

rY&¢  -23.4 1.4 -16.4 0.0 -26.3 -20.4 

Y¢v  -249.1 7.4 -33.9 0.0 -264.8 -233.3 

Y¢vvv  -1747.4 66.9 -26.1 0.0 -1890.9 -1603.8 

Y¢vrr  -468.5 19.3 -24.2 0.0 -508.3 -428.8 

(m¢+m¢x) - Y¢r  172.7 3.7 46.3 0.0 165.0 180.4 

Y¢rrr -26.9 11.0 -2.4 0.0 -49.5 -4.3 

Y¢rvv  -423.6 46.1 -9.2 0.0 -518.4 -328.8 

Coeff. Exp. S.E. t  value P  value Low 95% Up 95% 
vN &¢  -10.4 0.5 -20.3 0.0 -11.7 -9.1 

I¢zz + J¢zz 23.6 0.4 63.9 0.0 22.8 24.3 

N¢v  -143.4 0.6 -244.7 0.0 -144.6 -142.1 

N¢vvv  -253.0 5.6 -44.9 0.0 -265.1 -240.9 

N¢vrr  -49.8 3.8 -13.2 0.0 -57.6 -42.0 

N¢r  -48.6 2.5 -19.2 0.0 -53.8 -43.4 

N¢rrr -31.0 7.5 -4.2 0.0 -46.3 -15.7 

N¢rvv  -694.3 31.3 -22.2 0.0 -758.6 -630.1 

 
6. 표준 조종운동 시뮬레이션 결과 

 
앞 장에서 추정된 미계수의 기대값을 이용해서 35도 타각 

선회(Fig. 5)와 10°/10° 지그재그 시험(Fig. 6) 및 20°/20° 
지그재그 시험(Fig. 7)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각각은 
모형선 축척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초기 진입선속은 
Fn=0.26에 해당하는 1.952 m/s이다. 프로펠러 회전수를 
모형선 자항점에 고정한 경우(붉은 점선)와 프로펠러 토오크 
를 고정한 경우(푸른 실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BSHC의 자유항주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SIMMAN 2008). 

조종운동의 초기에는 프로펠러 회전수 모델링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종운동이 
진행되면서 프로펠러 회전수 모델링의 차이로 인한 타 유입 
유동의 차이로 선회궤적과 오버슈트 각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한 조종성능 지수인 전진거리와 선회직경, 지그재그 
시험의 오버슈트 각을 기존의 연구(SIMMAN 2008)에서 

추정된 값과 비교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전진거리, 
선회직경의 경우 본 연구에서 추정된 값은 3.0 LPP 보다 
약간 작은 값을 보이는 반면, CMT 모형시험 기반의 
추정결과들은 3.0 LPP 보다 약간 큰 값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항주시험 결과는 2.7~2.8 LPP 가량의 값을 보이고 있다.  

10°/10° 지그재그 시험의 첫 번째 오버슈트 각은 PMM 
시험 기반 추정결과는 평균 12.5도, CMT 기반 추정결과들은 
평균 7.3도 (MOERI, NMRI) 또는 12도 (Hiroshima Univ.)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항주시험 결과는 평균 11도 가량의 
값을 보이고 있다.  

 

 
Fig. 5 Simulated turning trajectories at 35° rudder angle 
 

 
Fig. 6 Simulated 10°/10° zigzag manoeuvre (Port first)  
 

 
Fig. 7 Simulated 20°/20° zigzag manoeuvre (Starboard first) 



 
(a) Advance 

 
(b) Tactical diameter 

 
(c) 1st overshoot angle of 10°/10° zigzag manoeuvre 

 
(d) 2nd overshoot angle of 10°/10° zigzag manoeuvre 

 
 

 
(e) 1st overshoot angle of 20°/20° zigzag manoeuvre 

Fig. 8 Comparison of estimated manoeuvrability indices 
 
10°/10° 지그재그 시험의 두 번째 오버슈트 각은 PMM 

시험 기반 추정결과는 평균 21.3도, CMT 기반 추정결과들은 
평균 9도 (MOERI, NMRI) 또는 23.3도 (Hiroshima Univ.)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항주시험 결과는 평균 20도 가량의 
값을 보이고 있다. 

20°/20° 지그재그 시험의 두 번째 오버슈트 각은 PMM 
시험 기반 추정결과는 평균 22도, CMT 기반 추정결과들은 
평균 13도 (MOERI, NMRI) 또는 27도 (Hiroshima Univ.)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항주시험 결과는 평균 18도 가량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구속모형 
시험으로부터 추정된 조종성 미계수의 기대값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대상 선박의 조종성능에 대해서 타당한 추정 
결과를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조종성 미계수 95% 신뢰구간을 
이용한 표준 조종운동 민감도 해석  

 
조종성 미계수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의 민감도 

해석은 Chen 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다(Chen H.H, 1969). 
이후 많은 연구에서 각각의 조종성 미계수를 일정한 
비율이나 크기로 변화 다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해당하는 미계수가 추정된 조종성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왔다. 이들 연구를 통해서 관성항과 고차 미계수의 
영향은 타 각을 크게 사용하는 조종운동에서 잘 나타나고, 
Yr보다는 Yv항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Nv와 Nr의 영향은 
조종운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wang, 1980, Rhee와 Kim, 1999).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미계수가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을 가질 때 선회성능 지수와 오버슈트 각의 
추정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각각의 미계수에 대한 민감도 
해석 결과를 정리하면 Fig. 9와 같다.  



 
(a) Advance 

 
(b) Tactical diameter 

 
(c) 1st overshoot angle of 10°/10° zigzag manoeuvre 

 
(c) 2nd overshoot angle of 10°/10° zigzag manoeuvre 

 
(e) 1st overshoot angle of 20°/20° zigzag manoeuvre 

Fig. 9 Variation of manoeuvring indices within the 
confidence interval of some manoeuvring coefficients 
 

여기서 검은 점선은 추정된 미계수의 기대값을 이용해서 
토오크가 일정한 모델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고, 붉은 색 
일점 쇄선은 IMO 조종성 기준(IMO, 2002)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미계수가 신뢰구간 내에서 변화할 경우에는, 
선회성능 지수나 오버슈트 각이 기대값 시뮬레이션 결과 
대비 2% 이내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주요한 
간섭계수인 e과 g, 선형계수인 Yv, (m+mx)-Yr, Nr 및 선수동요 
r관련 고차 모멘트 계수의 경우에는 2% 이상의 차이를 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앞선 Table 4와 5의 t값 분석 결과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수동요 r관련 모멘트 계수의 경우 추정된 
계수들의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신뢰구간의 
폭이 넓어지고, 그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Nr항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95% 신뢰구간 내의 계수값을 사용하더라도 
오버슈트 각에서 최대 20%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선박의 경우 10°/10° 지그재그 시험의 첫 
번째 오버슈트 각에 대한 IMO 조종성 기준이 14.3도인데, 
Nr항의 기대값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12.6도로 IMO 조종성 
기준을 만족하지만 ±95% 신뢰구간의 상한값으로 추정된 
결과는 15.0도로 IMO 조종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선수동요 
r관련 모멘트 미계수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하는 것이 PMM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종성능 추정의 정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속모형시험의 일종인 PMM 시험을 

통해서 추정된 조종성 미계수의 신뢰구간을 구하고, 
신뢰구간 내에서 미계수가 변화할 때 조종성능 지수의 추정 



결과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으로 조사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조종성능 연구의 공시선형 중에 하나인 
KCS의 1/40 축척 모형을 이용해 PMM 시험을 수행하고 
미계수의 기대값, 표준오차 추정값 및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미계수의 기대값 대비 표준오차 추정치의 
상대적인 크기는 선수동요 관련 계수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이 영향으로 해당 계수의 ±95% 신뢰구간도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정된 미계수의 기대값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KCS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진 조종성능 지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구간 내의 미계수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조종성능 추정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프로펠러-타 간섭계수 e과 g, 선형 미계수 Yv, Yr, Nr 
및 선수동요 고차 모멘트 계수 Nrrr, Nvvr 의 경우 기대값 
시뮬레이션 결과 대비 2% 이상의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r 항은 95% 신뢰구간 내의 상한값과 
하한값에서 최대 20% 가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정밀한 조종성능 추정을 
위해서는 선수동요 r관련 모멘트 미계수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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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을 이용한 제한수로에서의 선박침하 현상 연구
조재현, 이기훈, 김승룡, 최준서, 신현경(울산대학교)

A study of ship squat in restricted water using KLNG
Jaehyun Cho, Kihoon Lee, Seounglyong Kim, Junseo Choi, Hyunkyoung Shin(University of Ulsan) 

요 약

A ship proceeding it in restricted water like canal causes fluid velocity at the bottom of the hull to increase. 
According to Bernoulli’s equation, it leads to a decrease of the pressure resulting in ship drop. This phenomenon is 
called “Ship squat” and gives rise to serious marine accidents. This paper presents the numerical analysis for ship 
squat of KLNG using a 1:133 scale model of KLNG(KRISO 138K LNG Carrier). Numerical calculation was carried out 
using commercial CFD code, FLUENT. To confirm wave pattern profile around the ship, VOF(Volume of Fluid) method 
was applied.

Keywords : Restricted water(제한수로), Ship squat(선박침하), KLNG(KRISO 138K LNG Carrier),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
유체역학), Panama canal(파나마 운하), VOF method(VOF 법)

1. 서 론
최근 미국 동부지방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진행되면서 LNG선

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북아시아와 미국 동
부 지역 항만을 잇는 물류혈맥인 2015년 완공예정 파나마 운하
의 확장공사로 이전 보다 많은 LNG선들의 통행이 수월해지면서 
셰일가스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박이 운하와 같은 천수에서 운항할 경우, 선저 부분에서의 
유속이 증가하며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 선저부분의 압력 강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선체에는 부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선체가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
은 현상을 선박 침하(Squat)라고 하며, 이 같은 현상은 각종 해
난사고를 초래한다. 실제로 1992년 Queen Elizabeth 2호는 선박
침하로 인해 좌초하였으며(Barrass and Derrett, 2006), 2000년 
산적화물선인 Tecam Sea와 Federal Fuji는 같은 현상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변화하여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Canada, 2008).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발한 선형인 
KLNG(KRISO 138K LNG Carrier)를 이용하여 전산유체역학을 통
해 선박침하 해석을 실시하였다. 깊이 조건은 확장된 파나마 운

하의 신규 갑문 깊이(15.2m)로 하였고, 그 결과를 기존 경험식과 
비교하였다. 또한 선체 측면 가까이에 벽이 존재하는 경우 침하
의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확장된 파
나마 신규 갑문 반폭에 해당하는 값(24.5m)을 사용하였다. 

제한수로의 영향으로 인해 선측 파형 분포가 변화할 것을 예
상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유 수면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자유 수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VOF(Volume Of 
Fluid) 법과 Level-set 법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용 전산유체역학 코드에서 지원하는 VOF 법을 이용하여 점성
유동해석을 실시하였다. VOF 법은 수치격자(Numerical grid) 내 
두 유체의 경계면인 자유수면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법
으로(Pa가, et al., 2005), 전체 저항을 점성저항과 조파저항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Kim & Hyun, 2008).

2.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기법
선체 주위의 난류유동 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비압축성 연

속 방정식과 RANS equation(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Myo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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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은 모두 시간 평균화된 항이며 아래 첨자는 텐서
(Tensor) 표시법을 뜻한다.

Navier-Stokes 방정식을 시간 평균화 작업을 하면 새로운 항
인 가 생기는데, 이 항은 레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
이라 불리며, 물리적으로 난류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이므로 일반
적으로 분자 점성에 의해 발생하는 전단응력과 함께 나타내고 있
다. 3차원의 경우 레이놀즈 응력을 구체적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된다.

 












 





 








     (3)

위의 레이놀즈 응력에 관한 항인 의 수송방정식을 유도하
게 되면 속도변동의 2차 상관량인 를 구하기 위해 산출한 식
이 더욱 고차의 상관량 및 압력과 속도 변동량과의 상관 등을 포
함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닫힘 문제라고 한다.

난류모델은 이 같은 방정식계를 닫기 위해 사용되는데,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난류모델인 Realizable k-ε 모델의 경우 레이놀즈 
응력의 크기를 평균속도의 변형률(속도구배)에 비례한다고 가정
한 Boussinesq의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Boussinesq 모델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는 난류점성계수(Turbulent eddy viscosity) 또는 와
점성계수라고 한다. 는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이고 는 Kronecker's delta로 각각 (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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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유한 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기반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였고, 난류 모
형은 Realizable k-  model을 사용하였다. 운동방정식의 대류항
에 대해서는 2차 풍상차분법(Upwind differencing scheme)을 사
용하였고, 확산항에 대해서는 중앙차분법(Central differencing 
scheme)을 사용하였다. 압력 구배 항은 Body force weighted 방
법을, Volume Fraction은 HRIC 방법을 사용하였다. 속도-압력 

연성은 SIMPLEC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시간 적분에 대해서
는 1차 정도의 Implicit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계산의 효율성
과 수렴성 및 안정성을 위해 난류 경계층 이론에서 잘 알려지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벽법칙인 Launder and Spalding's wall 
function을 적용하였다(Hirsch, 2007; Shin & Jung, 2010).

3. 대상 선현의 제원 및 격자생성
3.1 모형선 제원

본 연구에서 계산을 위해 사용한 선형은 KLNG로, 1/133의 축
척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같은 축척을 가진 KLNG 모형선을 이용
한 model test 결과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모형선의 자세한 제원
은 Table 1에 나타냈으며, 수치계산을 위한 기본 좌표계로는 유
체가 유입하는 방향을 +x, 우현을 +y, 그리고 중력과 반대 방향
인 연직 상방향을 +z로 하는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였고, 좌표계의 
원점은 선체 중심면(Center plane)과 중앙면(Midship), 그리고 정
수면(Calm free surface)이 만나는 점에 위치시켰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KLNG
Prototype Model

Scale ratio 1 133
Lpp(m) 266.00 2.0000
B(m) 42.600 0.3203
T(m) 11.300 0.0849
S(m2) 13831 0.78189

Speed(m/s) 10.031(19.5knts) 0.8699
CB 0.7493

3.2 격자 생성
선체 표면의 형상은 공개되어 있는 IGES 파일을 사용하였으

며, 선체 표면 및 유체영역 격자 생성은 타와 프로펠러를 제외한 
선체만을 대상으로 상용 격자 생성 프로그램인 Gambit 2.4를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1은 선체 표면 격자의 형상, Fig. 2~3은 선수 선미부분 
격자 형상을 나타내고 Table 2에 전체 격자수를 나타내었다.

Fig. 1 Configuration of hull surface mesh



Fig. 2 Close view of grid system near bow

Fig. 3 Close view of grid system near stern
Table 2 The number of total grid points

Case Condition Number of total grid points
Case 1 H=15.2m 386,420

3.3 유체영역 및 경계조건
천수 조건의 유체영역은 Fig. 4와 같으며, 깊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나마운하 신규 갑문 깊이에 해당하는 값인 
15.2m로 모델링 하였다.

Fig. 4 Description of fluid domain

Table 3 Boundary conditions
Boundary Panama canal

Hull No slip wall
Air inlet Pressure inlet
Air outlet Pressure outlet

Water inlet Pressure inlet
Water outlet Pressure outlet

Top Symmetry
Bottom Moving wall
Center Symmetry
Side Moving wall

Table 3에는 부여된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선체 근방에 있
는 벽 경계의 경우 계산 조건에 맞추어 계산 속도로 이동하는 벽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선박 운항 속도는 2노트에서 실제 파나마 운하 신규 갑문에서
의 최대 운항 속도인 6노트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최대 운항 속
도보다 높은 10노트까지 2노트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서의 
속도는 실선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며, 계산 시에는 Froude scale
을 이용하여 대상 속도를 변환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파나마 운하 신규 갑문에서의 계산 조건(15.2m)에서의 선박 

침하 정도를 여러 경험식과 함께 비교하였고, 경험식은 식
(6)~(11)과 같다(Hewlett, et al., 2002).

Barrass 2 : max 





(6)
max  : Ship squat(m),  : Block coeff.
 : Ship speed(knots)
  : Channel blockage
  : Ship underwater cross-sectional area
 : Cross-sectional channel area

Barrass 3 : max 




 for open water (7)

           max 




 for confined channels

Tuck/Huuska : max 


∇







 (8)
∇ : Volumetric displacement(m3)
 : Length btw perpendiculars(m)



  ,  : Ship speed(m/s)
 : Water depth(m),  : Gravitational accel.
      or      ≤

Tuck : max  


∇









sin









∇














(9)

Eryuzlu et al : max 




 



 (10)
 : Ship draft,  : Ship beam
 





  or     


≥ 

 : Channel width

Eryuzlu and Hausser : max 
 




 (11)

Fig. 5 Comparison of squat
Fig. 5에서는 Case 1(수심 15.2m)에서의 선박 침하 정도를 

각 계산 속도에서 경험식과의 비교를 한 것이다. Barrass 2, 
Barrass 3, Tuck/Huuska, Eryuzlu and Hausser,  Eryuzlu, et 
al.,(1994 cited in Hewlett, et al., 2002)의 경험식에 의하면 
KLNG선형으로 파나마운하 신형 갑문을 운항할 시 최대 운항 속
도인 6노트 이상의 속도로 운항할 시 침하에 의하여 선박이 좌초
되거나 선저 부분의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욱 낮
은 속도에서의 운항이 필요하다.

파나마운하 신형 갑문의 수심은 15.2m의 경우 KLNG의 선저
아래 여유 깊이가 3.9m로 그 값이 굉장히 작다. 선박이 운항하게 
되면 선박의 자세 변화로 인하여 트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트림에 의한 좌초가 발생할 수 있다. 1도의 선수 
혹은 선미 트림이 발생할 시 선수 또는 선미에서 약 2m의 추가
적인 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속도에서의 운항이 필
수적이다.

같은 수심에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침하 정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경험식 별로 침하에 대한 예측 결과는 실선 운항으
로 얻어진 것이므로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 향후 
동적 격자(Dynamic mesh)를 이용하거나 모형시험을 통해 경험
식 자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침하 추정을 위하여 상용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점성 유동해석을 실시하였다. 침하 현상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자유 수면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
며, 이를 위해 VOF 법을 이용하였다.

선박 운항 속도가 증가할수록 선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감소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기존 경험식과의 비교를 
통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수치해석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파나마운하 신규 갑문에서의 LNG선박 운항 시 선박의 침
하 현상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최대 제한 속도 6노트 이상으
로 운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후, 동일한 축척의 모형선을 이용한 모형시험의 결과 비교
를 통해 수치 해석의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수
치 해석의 침하 계산 과정에서 트림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림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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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제사출 수중운동체의 경우 운동 단계를 사출 된 직후부터 자항을 시작하기 전 단계, 자항을 시작하고 정상속도로
기동하기까지 단계, 정상속도로 기동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자항을 시작하는 이전 단계는 저항에 의한 속력 저하와
복원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안정한 운동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사나 실험으로 미리
예측하고 추진기의 작동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사출 수중운동체의 운동단계를 정의하고 각
단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중운동체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을 분석하여 사출 직후부터 자항 시작 이전 단계에서
수중운동체의 운동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사하였고 추진기의 자항 시점을 결정하였다. 수중운동체의 복원력과
동유체력에서 나타나는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비선형 제어기법인 피드백 선형화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자세제어 및
심도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설계된 제어기가 효과적으로 자세제어 및 심도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Launched by compulsion(강제사출), Submerged body(수중운동체), 6-DOF equation of motion(6자유도 운동방정식), Attitude 
control(자세제어), Depth control(심도제어), Feedback linearization control(피드백 선형화 제어), Restoring force(복원력), Control 
surface(제어판) 
 

1. 서 론 
 
수중운동체의 사출방식은 압축수 및 압축공기를 이용한 

강제사출과 추진기를 이용한 자항식사출로 분류할 수 있다. 
강제사출의 경우 운동 단계를 정의하고 각 운동 단계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수중운동체의 자세제어 및 
심도제어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추진을 
시작하는 이전 단계인 초기운동 단계는 저항에 의한 급격한 
속력 저하와 자중과 부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안정한 운동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항 시작점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수중운동체의 운동 특성에 적절한 제어기법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된 제어기의 효율성을 해상시험 
전에 검증해 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Gertler and Hagen(1967)는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동역학적 힘을 여러 개의 비선형계수들의 조합으로 
분해하여 잠수체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을 제안하였다. 
Feldman(1979)은 급격한 운동시에 선체길이에 걸쳐 다르게 

작용하는 비선형힘 및 연성힘을 선체길이에 따라 적분하여 
구하는 방법을 통하여 급격한 운동 시 증가하는 비선형 
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운동방정식을 구성하였다. Dumlu 
and Istefanopulos(1995)는 잠수함의 보조탱크를 고려한 
운동방정식을 정립하였으며, 확률론적인 이론을 도입한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Prestero(2001)는 REMUS AUV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구속모형 실험 및 
자유항주를 통한 유체력 미계수 확보 및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Rhee(2007)와 Choi et al.(2008)은 3차원 패널 
방법을 이용하여 불규칙 파 중에서 새로운 파 강제력 및 파 
강제 모멘트 수학 모형을 제안하고 PID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잠수함의 심도 유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Kim(2009)은 수면 근처에서 수중운동체의 운동특성을 
알아보고 PID 제어의 한계를 분석한 후 LQR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연직면 운동 시스템의 제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강제사출 수중운동체의 운동 단계별 특성을 정의하고 
분석하여 제어기를 설계한 연구는 학회에 보고된 바 없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본 논문에서는 강제사출 수중운동체의 운동단계를 
정의하고 각 단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깊은 수심에서 수중운동체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을 분석하였다. 사출 직후의 수중운동체의 자세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추진기의 작동 시점을 
결정하고 대상 수중운동체에 적절한 제어기를 선정하였다. 
수중운동체와 같은 비선형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피드백 
선형화 제어기법을 도입하여 제어기를 설계하여 다중 
입출력 시스템 성격을 갖는 수중운동체의 자세제어 및 
수심제어를 수행하였다. 

 
2. 운동단계 정의 및 운동방정식 

 
2.1 운동단계 정의 및 분석 

 
 강제사출 수중운동체의 경우 운동 단계를 발사관 
이탈단계, 사출 된 직후부터 추진기 작동 전의 단계, 
추진기 작동 후 정상속도로 도달하기까지 단계, 
정상속도로 기동하는 단계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때 
예상되는 운동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Motion phase definition 
단계 정의 특성 
1 선미의 발사관 

이탈 
- 전진방향의 1차원 운동 
- 급격한 가속운동 

2 발사관 이탈 후 
추진기 작동 전 

- 6자유도 운동 
- 감속 운동 
- 단계 후반 대영각 운동 
- 불안정한 제어력 

3 추진기 작동 후 
정상속도 도달 

- 6자유도 운동 
- 감속 운동 
- 단계 전반 대영각 운동 
- 단계 후반 정상 운동 
- 불안정한 제어력 

4 정상속도로 기동 
- 6자유도 운동 
- 정상 운동 
- 안정한 제어력 

 
운동을 동력학적으로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뢰의 속도가 된다. Fig. 1에는 운동 단계별로 예상되는 
속력 시계열을 도시하였다.  
 

 
Fig. 1 Velocity profile 
 

2.2 가정 및 좌표계의 설정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관성좌표계로 가정할 수 
있는 지구고정좌표계와 물체고정좌표계를 설정하였다. 
지구고정좌표계 O-xoyozo 는 원점이 수면상의 임의의 고정된 
점이고 연직 하방을 양의 zs 축으로 한다. 지구고정좌표계의 
설정을 통하여 잠수함의 위치를 나타내는 선형변위, 
자세각을 나타내는 각변위가 정의된다. 각변위는 
오일러각으로 정의되며, 그 기호들은 횡동요(Roll), 
종동요(Pitch), 선수동요(Yaw)에 대하여 각각 ϕ, θ, ψ 로 
정의된다. 물체고정좌표계 o-xbybzb 는 원점이 수중운동체의 
부력중심에 설정하였고 xb축은 선수방향, yb축은 우현방향, 
zb축은 연직 하방을 나타낸다. 수중운동체의 선미 부분에 타 
및 승강타 제어각을 각각 δr, δs로 표기한다.  
 

 
Fig. 2 Coordinate system 
 

2.3 운동방정식 
 

강체의 운동방정식은 뉴튼 제 2법칙으로 기술된다. 뉴튼 
법칙은 관성좌표계에서 성립하므로 물체고정좌표계에 
대하여 나타낸 운동변수들을 관성좌표계에 대한 값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수중운동체의 관성항을 표현할 때 
지구고정좌표계가 유리하지만,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외력 
성분을 지구고정좌표계에 대하여 나타내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수중운동체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은 
물체고정좌표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대부분의 
수중운동체들은 좌우대칭 및 상하대칭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운동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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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z y x zx gI r I I pq I rq p mx v wp ur N+ - + - + - + =& & &      (1) 
 
여기서 상첨자 ‘·’는 각 변수들의 시간변화율을 나타낸다. 

m, Ix, Iy, Iz, Izx는 각각 수중운동체의 질량, 하첨자 축들에 대한 
질량관성 모멘트를 나타낸다. xg, yg, zg 는 물체고정좌표계에 
대한 무게중심 좌표 값이다.  
 

2.4 외력 
 

운동방정식에서 우변의 X, Y, Z, K, M, N은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나타낸다. 외력은 그 발생 메커니즘에 
따라서 중력, 유체력 및 환경 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력은 지구가 어뢰에 작용하는 체적력이다. 유체력은 
정유체력과 동유체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유체력은 
수중운동체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주변 유체의 정수압에 
의한 힘으로, 결국 부력과 부력분포에 의한 모멘트이다. 
동유체력은 추진기 및 제어판 고정 상태에서 어뢰가 
운동함에 따라 주위의 유체가 어뢰에 작용하는 힘, 추진기의 
작동에 의한 힘, 제어판의 작동에 의한 힘 그리고 
선체-추진기-제어판 간의 간섭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 
외력은 파도, 조류가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 외력은 성분 별로 표현된 항들을 중첩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각 방향의 외력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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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HD ENVN N N N Nd= + + +        (2) 
 
하첨자 HS, HD, prop, δ, ENV는 각각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중력 및 정유체력, 동유체력, 추진기에 의한 힘, 
제어판에 의한 힘, 환경 외력을 나타낸다. 외력 모델링 및 

수치들은 Prestero(2001)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였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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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환경외력은 고려하지 않았고 추진기의 

각운동량에 의한 횡 방향 회전 모멘트를 고려하지 않았다. 
 

3. 제어기 설계 
 

3.1 피드백 선형화 제어기 설계 
 

피드백 선형화 제어기의 기본 개념은 비선형 항을 
제어입력으로 보상하여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화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다. 식 (1)과 식(3)을 종합하여 운동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식(4)와 같다.  
 

( )Mν+n ν,η =τ&  
( ) ( ) ( ) ( )n ν,η =C ν ν+D ν ν+g η          (4) 

 
여기서 υ=[u,v,w,p,q,r]T 는 물체고정좌표계에서의 

속도와 각속도 벡터를 의미하고, η=[xo,yo,zo,ϕ,θ,ψ]T는 
지구고정좌표계에서의 선형변위 및 각 변위 벡터를 
의미한다. M은 부가질량이 포함된 질량 행렬, C는 원심력 및 
전향력 행렬, D는 동유체력으로 인한 감쇠행렬, g는 중력 및 
정유체력으로 인한 복원 행렬이다. υ와 η는 운동학적 
방정식으로 인해 식 (5)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  
 

( )η=J η ν&  
( ) ( )-1ν=J η η-J η νé ùë û

&& &&        (5) 
 
J는 좌표변환 행렬로 각 변위의 함수이다. 제어입력으로 



식(6)을 설정한다.  
 

( )bτ=Ma +n ν,η         (6) 
 
ab는 물체고정좌표계에서의 명령 가속도를 의미한다. 

식(6)을 식(4)에 대입하고 좌표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식을 
변형하면 식(7)과 같다.  

 
( ) ( ) ( ) ( )b -1 bM ν-a =MJ η η-J η ν-J η a 0é ù =ë û

&& &&      (7) 
 
제어목표는 지구고정좌표계에서의 선형변위 및 각 변위 

제어이다. 따라서 식(8)과 같은 물체고정좌표계와 
지구고정좌표계간의 명령 가속도 관계식을 구한다.  

( ) ( ) ba J η J η an = +&         (8) 
 
  지구고정좌표계에서의 명령 가속도 an을 식(9)와 같은 PD 
제어법칙으로 설정한다.  
 

n
da =η -K η-K ηD P

&&& % %          (9) 
 

여기서 ηd=[xd,yd,zd,ϕd,θd,ψd]T 는 원하는 선형변위 및 각 
변위를 의미하며 오차는    로 정의한다. 
식(9)를 이용하면 식(10)과 같은 오차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η+K η+K η=0D P
&& &% % %            (10) 

 
오차방정식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어이득을 선형 시스템 이론으로 구할 수 있다. 구해진 
제어력은 식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 ( )-1 nτ=MJ η a -J η ν n ν,ηé ù +ë û
&     (11) 

 
3.2 아웃루프 제어기 설계 

 
대상 수중운동체의 경우 제어판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수심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고 종동요 각도 변화로 수심을 
제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수심의 오차와 수심 
변화율의 오차를 피드백하여 원하는 종동요 각, 즉 ηd 벡터의 
다섯 번째 항을 결정하는 아웃루프 제어기를 추가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12)와 같다. 
 

_ _d D out P outK z K zq = + &% %      (12) 

 
설계된 제어기의 블록선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 3와 

같다.  
 

 
Fig. 3 Block diagram 

 
4. 시뮬레이션 

 
대상 수중운동체로는 Prestero(2001)의 REMUS AUV로 

선정하였다. 수중운동체의 주요제원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Principal particulars 
Parameter Value 

Total Length l +1.33e+000 m 
Maximum Diameter d +1.91e-001 m 

Weight  W +2.99e+002 N 
Buoyancy B +3.06e+002 N 

Moments of Inertia  
Ix +1.77e-001 kg·m2 
Iy +3.45e+000 kg·m2 

Iz +3.45e+000 kg·m2 

Center of Gravity wrt  
Origin at CB 

xg +0.00e+000 m 
yg +0.00e+000 m 
zg +1.96e-002 m 

 
4.1 초기운동 시뮬레이션 

 
2단계 운동특성 파악을 위해 강제사출 된 후 자항 및 

제어가 없는 상태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사출된 
속도는 1(m/s), 초기 심도는 20(m)로 가정하였고 
시뮬레이션은 15(sec) 동안 수행되었다.   
 

[ ]dη= η-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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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jectory of the submerged body w/o propulsion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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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ates of the submerged body w/o propulsion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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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ydrostatic and hydrodynamic forces and moments 
w/o propulsion and control 

  대상 수중운동체의 경우 사출 후 저항을 받으면서 현저히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중과 부력의 불평형으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부력이 자중보다 크기 때문에 
속도가 0.5(m/s)이하로 줄어들고 난 후부터는 앞으로 거의 
전진하지 못한 체 수면 쪽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종동요각의 경우 사출과 함께 선수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8(sec)에서 잠시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자항 시점을 8(sec)로 정하고 그 시점 이후에 
자세제어 및 심도제어기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해 
보았다.  

 
4.2 자세제어 및 심도제어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제어이득은 Table 3와 같다.  
 
Table 3 Control gains 

Parameter Value 
P-gain of outer loop KP_out +1 
D-gain of outer loop KD_out +0.1 
P-gain of inner loop  KP +7 
D-gain of inner loop KD +25 

 
   시작에서부터 8(sec)까지는 추진기의 추력 및 자세제어 
없이 사출되는 경우이며 8(sec)이후에 자항 및 자세제어가 
시작된다. 35(sec)이후에는 심도제어가 시작되고 목표심도는 
17(m)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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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rajectory of the submerg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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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ydrostatic and hydrodynamic forces and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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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ates of the submerg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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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trol surface angle and Thrust 

시뮬레이션 결과 자항이 시작된 후부터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설계속도인 1.5(m/s)에 도달하여 안정화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세제어가 시작되어 자세를 안정화 하기 위한 
트림을 잡기 위한 승강타의 조작이 시작된다. 트림에서의 
수중운동체의 종동요 각은 약 -2.7(deg), 승강타의 각도는 
약 -8.9(deg)로 확인되었다. 35(sec)이후 심도제어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약 15(sec)후에 목표심도인 17(m)에 
도달하여 자세 및 속도 등이 안정화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제사출 수중운동체의 자세제어 및 

심도제어를 위하여 운동단계를 정의하고 각 단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출 직후 저항에 의한 속력 저하와 자중과 
부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중운동체의 불안정한 운동을 
분석하였고 추진기의 추진 시점을 결정하였다. 자세제어 및 
심도제어를 위한 제어기법으로는 피드백 선형화 기법을 
선정하였고, 대상 수중운동체에 적용 가능한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된 제어기의 능력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어판 및 추진기의 
운동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추진기의 경우 
자항을 시작하자 마자 추진기의 추력이 일정 상수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추진기의 각운동량에 의한 횡 
방향 회전 모멘트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회전 
모멘트는 수중운동체의 자세제어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모사 및 제어기 설계를 위해서는 추진기에 
의한 횡 방향 회전 모멘트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중운동체의 유체력 미계수를 완벽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어기가 설계된 점이다. 원심력, 전향력 및 
복원력 효과에 의한 비선형 항은 수중운동체의 부력과 자중 
및 무게중심 위치를 알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나 보통 
실험결과나 경험식으로 구해지는 동유체력은 모델링 및 
미계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선 
피드백 선형화 기법의 적용이 부적절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추진기에 의한 회전 모멘트를 고려하고 불확실 성에 
강건한 적응제어기법을 적용하여 자세제어 및 심도제어기를 
설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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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Ship Routing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Optimization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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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적항로는 주어진 해상상황에서 선박이 최소 시간 혹은 최소의 연료 소모량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있는 항로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항로 도출을 위해 세 가지 최적화 시나리오를 정의하였다. 이 세가지 문제는 전체 구간의
속도를 고정하여 운항할 때, 전체 구간의 RPM을 고정하여 운항할 때, 그리고 구간별 최적 RPM을 찾아 운항할 때이다.
세가지 문제들을 A*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화하였고, 최적항로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로 파와 바람 그리고 해양의
조류를 고려하였다. 이 세가지 시나리오 최적화 결과 비교를 위해 실선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구간별 최적 RPM을 적용한 선박의 운항이 연료 소모량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Weather routing, Optimal routing, A* algorithm, Fuel Saving 
 

1. 서 론 
 
선박의 운항 비용 중 연료 및 기타 윤활유의 비용이 전체 

비용 중 40% 정도를 차지한다(J.M.J. Journée & J.H.C. 
Meijers.1980). 해운사의 경우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운용비용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실 가스규제 등으로 선박의 운항에서 연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하여 선체에 부가물을 붙여 저항을 감소 시키거나 
정해진 Service Speed의 60%정도의 속도로 운항하는 
등(Rasmus Jorgensen., 2011)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E.M.E.C., 2010) 최적항로 계획은 이러한 연료 소비량 
감소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써 주어진 해상환경에서 최소의 
연료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최적항로 계획(Optimal ship routing)은 해상의 날씨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Weather Routing이라고도 
불린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최적 항로 도출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항로 도출을 위한 최적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최근까지 선행연구들에서 소개된 
알고리즘으로는 담금질 알고리즘(O,.T.Komas.,D.S.Vlachos,. 
2012), 유전알고리즘(Atsuo, M., Youhei, A., 2011), 그리고 
3차원 Dynamic Programming(Wei Shao, Peilin Zhou, Sew Kait 
Thong, 2012.) 등이 있다. 또한 연료 소모량의 최적화에 더하여 

승무원의 안전을 고려요소로 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것들이 
있다( Delitala, A.M.S., Gallino, S. 2010).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선박이 운항하여야 하는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선박의 항해 전략을 엔진의 RPM 을 고정하여 운항하는 
것,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구간별 최적 
엔진 RPM으로 속도를 변화 시키는 방식으로 총 세 가지 문제를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문제를 A*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화를 수행 및 비교 분석 하도록 한다. 또한 선박의 항해에 
영향을 주는 환경 하중요소를 파와 바람 그리고 해양의 해류를 
고려하여 선박의 선속 저하량을 계산하였다.  

 
2. 최적화를 위한 수학적 모델링 

  
 선박의 연료 소모량을 최소화 하여 운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 실제 선박의 운항에서 쓰이는 방법으로 
엔진의 회전 수를 일정하게 두고 항해를 하는 방법, 선박의 
속력을 일정하게 두고 항해를 하는 방법,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선박 최적 엔진의 회전 수를 변화시켜 항해를 하는 
방법이 등이 있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여러 항구를 거쳐 
가는 선박의 문제에서 소개된 바 있다.(Masashi, Takehiro., 
2010) 본 논문에서는 위 세 가지의 전략을 통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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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를 도출 하여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2.1 고정 속도 운항에 의한 최적화 
 

 이 선박의 속력이 일정하고 상황에 따라 RPM이 바뀌게 
되어 속도가 고정되는 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운항할 때 필요한 동력 P 는 선박의 속력 V 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min  = 	 

 = 	( + ()) 
 														(1) 

Subject to    ≤ 	 ≤  																																																																			(2)	   	 ≤ 																																																																										(3) 
 
여기서 V는 선박의 고정 속력이고 () 는 노드 i의 해상 
환경에 의한 선박 속력 저하가 일어날 시 저하된 속력을 
보상하여 원하는 속력이 나오게 하기 위한 동력의 보상 량을 
의미한다. 해상환경이 선박의 운항 속력에 도움을 주게 될 
경우 그리고 () 의 값은 0 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속도 저하 량 계산에 의한 값이 나타나게 된다. 상수 C는 
선박이 이 정수를 운항 할 때 필요한 동력이 속력의 삼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선박의 특성에 따른 계수를 
의미한다. 식 (8)은 선박의 특성에 따라 선박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력과 최소 속력 사이에서 선박의 최적 속도가 
나타나야 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식 (9)를 통해 선박의 
운항속도의 제한을 주게 된다.  
 

2.2 고정 RPM 에 의한 최적화 
 

 실제 선박의 항해에서는 엔진 회전 수를 고정하여 운항 
하게 된다. 실제 항해와 같은 방식으로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정해진 시간 내에 가기 위한 최적의 고정 
rpm을 도출해 내야 한다. 다음은 이 최적화 문제에 관한 
정의이다. 
 min  = 	 

 																																																										(4) 
 
여기서 는 i번 째 노드에서 소모 되는 선박의 동력,  는 
i번 째 노드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각각 뜻한다. 이 
문제에서는 최적화된 rpm 을 찾아 최적 항로를 도출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요 동력  를 회전 수에 관한 함수로 

고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min  = 	2 
 = 2

   	 								(5) 
Subject to   ≤ 	 ≤  																																																																	(6)	   	 ≤ 																																																																									(7) 
 
여기서   는 엔진을 회전하는데 필요한 토크 이다. 이 
토크는 토크 계수   와 회전 수 n 에 관한 식으로 고쳐 
지게 되어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식 (3)은 
선박의 특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엔진 회전 수 n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택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식 (4)는 선박의 
항해시간의 제약조건으로 총 항해시간이 정해진 시간 T 
보다 작아야 함을 의미한다. 목적함수 식 (2) 에서   는 
토크 계수로 전진비 J에 관한 함수로 J = 	 /  로 표현될 
수 있고, 전진속도 는  = (1 − ) 으로 표현된다. V는 
선박의 속도를 w는 반류 계수를 의미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박의 시운전 데이터에 따라 선박의 속력 V를 엔진 회전수 
n 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V = 	 () + 	 																																																														(8) 
 
노드를 지나갈 때 선박의 속력 V 는 정수에서 운항할 때의 
속력  ()  과 노드i  에서의 해양 환경에 의해 바뀌게 
되는 속력의 변화   로 분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목적함수 식 (2)를 최종적으로 RPM 에 의한 식으로 고치게 
되면 식 (2)는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다.  
 min  = 	2

 () 
=	2

 ()  																		(9) 
 
 식(6)의 모델링에 따라 최적의 rpm을 도출 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 노드별 최적RPM 운항에 의한 최적화 
 

 마지막 최적화 시나리오로 이 경우는 2.2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속력의 변화와 2.1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엔진 회전수의 
변화 모두가 일어날 때이다. 노드별 최적 rpm을 알아내기 
위한 식은 2.2 에서의 식(9)의 식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노드별 최적rpm 운항을 위한 문제의 정의이다.  



min  = 	2
 () 

=	2
 ()  											(10) 

Subject to    ≤  ≤  																																																																	(11)	   	 ≤ 																																																																								(12) 
 
식 (10)에서   는 노드 i에서의 rpm이다. 2.1에서와 달리   값은 노드에 따라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도 식 (11)을 통해 노드별 최적 속력이 선박의 
속력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나타 날 수 있게 하였고 
(12)를 통해 운항시간의 제약을 두었다.  
 

3. 해양 환경에 의한 선속의 변화 
 
 선박의 실제 운항에서 파와 바람을 만났을 때 선박 속력의 
저하가 일어난다. 이 선박 속력의 저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부가 저항을 계산하여 내항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실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Beaufort Number 을 
기반으로 한 선박 속력 저하 식을 이용하도록 한다 (Kwon, 
Y.J., Kim, D. Y. 2005 & Townsin, R.L., Kwon, Y. J. 1993). 
파와 바람에 의한 영향에 더하여 대양의 조류에 의한 선박의 
속력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속에 비하여 조류의 
속도가 충분히 작을 때에는 조류의 속도를 선박에 대한 상대 
속도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 (.M.J. Journée, W.W. Massie., 
2001)  
 
3.1 파와 바람에 의한 선속 손실량 산정을 위한 약산식 

 
 이 식은 Beaufort Number(BN) 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이 
이루어 진다. 이 방법은 BN 값이 6 이하일 때 정확성을 
가진다(Kwon, Y.J., Kim, D. Y. 2005 & Townsin, R.L., 
Kwon, Y. J. 1993). 선속 손실량 약산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00%) = 	 0.7 + .2.7∇ 																													(13) 

 
여기서, ∇ 는 선박의 displacement, 그리고   는 선속과 
방형계수에 따른 수정 계수이다. ∆  는 선박의 속력   에 
따른 선속 손실량이다. 마지막으로   는 파와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른 상수이다.   와   의 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able 1 α Values 

Fn  0.10 0.15 0.20 0.25 0.30 

0.60(Normal) - 1.54 1.26 1 0.56 
0.65(Normal) - 1.81 1.36 1 0.42 
0.70(Normal) - 2.08 1.52 1 0.38 
0.75(Normal) 1.42 1 0.69 0.37 - 
0.80(Normal) 1.48 1 0.57 0.25 - 
 
Table 2 μ Values 
Angle  Value 
30- 60 (degree) 22 1.7 0.03( 4)BNm = - -  
60- 150 (degree) 22 0.9 0.06( 6)BNm = - -  
150- 180 (degree) 22 0.4 0.03( 8)BNm = - -  
0- 30 (degree) 2 2m =  
 

3.2 조류의 반영 
 
 계절에 따라 조류의 양상이 바뀌지만 일반적으로 
대양에서의 조류의 세기는 0.1~1 m/s 정도이다. 이러한 
조류는 선박의 운동에서 표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M.J. Journée, W.W. Massie., 2001) 선박의 속도에 비해서 
조류의 크기는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적항로 문제에서는 
조류를 고려하여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박의 속도에 비하여 조류의 속도가 충분히 작을 때에는 
조류는 하중으로 작용하지 않고 상대 속도로 반영 된다. 이 
경우 선박의 속도를 지구 고정 좌표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 	 																																																															(14)		 ̇ =  + 	 																																																																(15) 

 
여기서 V 는 선박의 속력, p는 선박의 Heading angle, 
그리고   와  는 각각 조류의 x, y 축 성분을 뜻한다. 
조류가 있을 경우 표류에 의하여 원하는 위치로 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heading angle의 조절이 필요 
하다. 적절한 heading angle 의 조절이 된다면 실제 선박의 
진행 방향은 원하는 방향 p 가 되어야 한다. Heading 
angle의 수정 값은 다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 + 	) +  	 ( + 	) +  = tan  																																												(16) 

 
여기서   는 heading angle의 수정 값이다.   가 충분히 
작다고 가정하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고쳐 질 수 있다.  ( +  ) 		+  	( − 	 ) +  = tan  																																			(17) 
(5) 식을  에 관하여 풀면  



 = 	   −   	 																																																			(18) 
 
이제 조류에 의한 선박 속력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쓰여 질 
수 있다.  δ = 	∗ +	∗ − V																																																										(19) 
 
여기서 ∗ =  ( + ) + 	 , ∗ =  ( + ) +	  이고 δ 은 조류에 의한 선속의 변화 량을 각각 뜻한다. 

3.3 조류, 해상상태에 의한 전체 선속 변화 량 
 

 조류에 의한 선속의 변화 그리고 바람과 파에 의한 선속의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므로 한번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선속의 변화 량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환경 요소에 의한 전체 
선속의 변화 량 	δV를 각 요소의 단순 합으로 계산 하도록 
한다.   δV = 	δ − ∆																																																																										(20) 

 
4. A* 알고리즘 

 
A* 알고리즘은 전통적으로 Path-planning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으로 완벽한 전역 최적화는 이루어 낼 수 
없지만 빠른 계산 시간을 장점으로 가진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와 같이 Grid-Based Map 에서의 
최적화 문제에서 A* 알고리즘을 통한 최적화는 전역 최적화 
알고리즘인 Dijkstra Algorithm 에 의해 도출된 최적 Path에 
비해 총 Cost가 0.4% 더 들었고 계산 시간은 21.9% 
그리고 컴퓨터 메모리 필요량은 30.7%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Tolga Yuksel & Abdullah Sezgin, 2008) 

 A* 알고리즘에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평가함수 f(n) = () + ℎ() 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여기서 () 
값은 현재 위치에서 n이라는 지점까지 갈 때의 비용이고 ℎ()  값은 n이라는 위치에서 최종목적지까지 갈 때의 
비용으로 흔히 Heuristic Value 라고 한다. A* 
알고리즘에서는 이 평가 함수에 따라 최적 해를 찾아가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는 
평가함수의 선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평가함수이다.  

 
4.1 평가함수 

4.1.1 속도를 변수로 할 때 
A* 알고리즘에서의 평가함수는 Cost Value 와 Heuristic 

Value 의 합으로 표현된다. 선박이 항해 중에 지나가는 

위도와 경도를 좌표화 하여 (i, j) 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의 
평가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 = (, ) + ℎ(, )                                (21)  
 
그리고 Cost Value (, ) 는 아래의 식으로 정의를 한다.  (, ) = , 	,, + ,, ,, 																																				(22) 
 
여기서, ,  는 현재 선박의 위치에서 (i, j)  위치까지의 
거리를 ,  는 (i, j)  위치에서의 원하는 운항속도, 그리고 ,,  는 (i, j)  위치에서 해상상황으로 속도가 저하 
되었을 경우 속도 ,를 유지하기 위해 더 필요로 하는 추가 
동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Heuristic Value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를 한다.  ℎ(, ) = , 	,, + ,, ,, 															(23) 
 
Heuristic Value 를 계산할 때의 가정은 현재 위치에서 다음 
위치 (i, j)까지의 속도와 (i, j) 에서 최종위치까지의 속도는 
같고, 해상상황이 같아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 동력이 같다는 것이다. Heuristic Value 에서 ,  
은 (i, j) 에서 최종 위치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4.1.2 엔진 회전 수를 변수로 할 때 
이 경우의 평가함수는 4.1.1 에서 변수를 속도로 했던 
것과는 달리 엔진 회전수가 변수가 되므로 앞서의 것과는 
다른 평가함수를 가진다. Cost Valu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2, , ,(), + δV, 																	(24) 
 
여기서 , 는 (i, j) 위치에서의 엔진 회전 수 이다. (), 
는 (i, j)  에서 엔진의 회전이 , 로 돌아갈 때의 정수 중 
속도를 뜻한다. 또한 , 는 4.1.1 에서와 같이 현재 
위치에서 위치 (i, j)로 갈 때 해상환경에 의해 변하게 되는 
속도 변화 량을 뜻한다.  
 Heuristic Value 는 다음으로 정의 된다.  ℎ(, ) = 2, , ,(), + δV, 	 														(25) 
 
에진 회전 수를 변수로 적용한 평가함수의 Heuristic Value는 (i, j)  위치에서의 엔진 회전 수와 최종 도착지까지의 회전 
수가 같고, 해상상태에 의한 속도 변화 량도 같다고 가정을 
하여 계산을 한다. ,  는 (i, j) 에서 최종 위치까지의 
거리이다.  
 



4.2 Flow Chart 
다음은 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1 또는 2.2 문제의 

계산을 수행할 때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Fig. 1 Section 2.1 & 2.2 에서의 Flow chart 
 
Step 6. 에서 V∗ 와 ∗ 는 고정 속도 또는 rpm으로 운항 할 
때 최적 속도 또는 엔진 회전 수를 뜻한다.  
다음은 2.3 문제의 해결을 위한 Flow Chart 이다. 

 
Fig.2 Section 2.3 에서의 Flow chart 
 

 
Fig. 3 Sub problem algorithm 
 

5. Case Study  
 

 1~4 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동경(Tokyo) 에서 샌 프란 
시스코까지 가는 항로를 항해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았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선의 항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 비교 기준을 RPM 이 고정일 때의 
대권항로 항해 시뮬레이션결과로 삼아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항해 할 때의 해상상황은 BN 이 1에서 6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하게 하였다. 
 

5.1 Subject Ship 
 

다음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8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주요 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 Principal Dimension of Subject Ship & Propeller 

 
앞서 2.1 에서 언급 된 것처럼, 토크 계수  는 전진비 J에 
관한 함수로 표현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쓰여진 선박의 
프로펠러에서 나타나는 를 전진비 J 에 관한 삼차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0.0143 − 0.039 − 0.0359 + 0.0656										(21) 

Item Value 
Length Betwen Perpendiculars 288.0 m 
Breadth 40.0 m 
Depth 24.2 m 
Draught 12.0 m 
Block Coefficient 0.691 
Midship Coefficient 0.972 
Displacement 95524 m3 
Propeller Number 1 
Number Blade 6 
Wake Factor 0.358 
Propeller Diameter  9.08 m 
Pitch Ratio 0.95 



그리고 정수 중에서의 속도   을 엔진 초당 회전 수 n 
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3.5878 + 16.564 − 4.6553																			(22) 
 
여기서 의 단위는 (m/s) 이고 n 의 단위는 (revolution per 
second) 이다. 그리고 2.2에서 언급된 속도와 동력 사이의 
관계는 다음 과 같이 속도에 관한 삼차 함수로 표현 된다.   = 258.11 − 7236.4 + 72472 − 242966				(24) 
 
여기서  는 Delivered Horse Power 을 (kW) 단위로 변환 
한 것이고 V는 선박의 정수 중에서 속력을 뜻하며 단위는 
(m/s) 이다.  
 

5.2 Simulation Condition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항로는 동경 에서 샌 
프란시스코까지의 항로를 대권항로를 기준으로 총 40 
등분을 하였다. 총 항해시간의 제약조건은 240시간 즉, 
10일로 하였고 선박이 낼 수 있는 속도의 범위는 
17노트에서 25 노트로 한정 하였다. 또한 엔진 회전 수는 
분당 63회 에서 90회로 한정 하였다. 해상 환경 중 해류의 
속도는 0.2m/s 로 일정하게 하였고 해류가 흐르는 방향은 
경도를 기준으로 45도를 이루게 하였다. 또한 바람과 파의 
지표인 Beaufort Number는  
BN = 3 + round( 3.3cos(x) sin(y)) 로 설정 하였다. 여기서 x 
와 y는 각각 지구의 위도와 경도를 뜻한다. 

 
Fig. 4 BN Map 
 
Fig. 4 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해상환경을 BN값으로 계산하여 
지도 위에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BN 값은 앞서 나온 식에서 
위도와 경도를 각각 5 도 7.5도씩의 간격을 잡아 계산한 것만 
대표 값으로 표시하였다.  
 

5.3 Simulation Result 
 
다음은 세 가지 최적화 문제를 풀어본 결과이다. Fig.4~6은 
각각의 경우 최적항로를 찾아낸 것을 지도 위에 표시해본 

결과이다.  

 
Fig. 5 속도 고정 최적화 경로 : Scenario 1 
 

 
Fig. 6 rpm 고정 최적화 항로 : Scenario 2 
 

 
Fig. 7 구간별 rpm 최적화 항로 : Scenario 3 
 
Fig 4,5,6 에서 붉은색 점선은 대권항로를, 푸른색 실선은 
최적항로를 나타낸다. 결과 자료에서 보이듯이 각각의 
문제에 따라 최적 항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구간별 rpm 을 최적화 했을 시 최적 rpm 
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8구간별 최적 RPM및 고정 RPM 값 
 
Fig. 8 에서 구간별 최적 RPM 값은 65 에서 72 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RPM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의 해상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나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속도를 고정 했을 때와 RPM 을 고정하여 
항해를 했을 때의 전체 구간의 고정 속도 값과 고정 RPM 
값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4 최적 RPM & 속도 
 최적 값 
Scenario 1 18.8 knots 
Scenario 2 67.5 rpm  
 
Table 4 에서 고정 RPM의 최적 값 67.5 rpm 은 정수 
중에서 18.7 knots의 속력을 낼 수 있는 회전 수이다. 이제 
각 최적화 시나리오 별 에너지 소모량과 최적화 
시나리오에서 나온 최적 속도 또는 rpm을 유지하여 
대권항로를 항해 할 때의 값을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Table 5 연료 소모량 시간 비교 

 연료 소모량 도착 시간 연료 소모 
비율 

Scenario 1 374.9 ton 237.2 hour 97.86% 
Scenario 2 369.9 ton 237.8 hour 96.55% 
Scenario 3 364.3 ton 238.3 hour 95.09% 
속도 고정 대권항로 389.2 ton 239.3 hour 101.95% 
RPM고정 대권항로 383.1 ton 238.4 hour 100% 
 
Table 5 에서 연료 소모 비율은 실제 선박의 항해에서 
쓰이는 방법인 고정 RPM 을 기준 대권항로 
시뮬레이션에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였다. 대권항로 
항해 시뮬레이션에서 속도를 고정 시켰을 때의 값은 
19knots 이고 RPM 을 고정 시킬 때의 값은 69rpm 이다. 이 
값들은 Table 4 에서 나온 값으로 대권항로를 운항 할 경우 
시간 제약 조건을 위반 하였으므로 Section 2.1 과 Section 
2.2 에 나온 문제에서 경로를 대권항로로 설정하여 구한 

값이다. Table 5 에서 보이듯이 구간별 최적 RPM을 찾아 
항해를 한 결과가 다른 두 가지 최적화 시나리오 각각 2.8%, 
1.5% 더 적은 연료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Scenario 
1과 2를 비교해 보면 고정 RPM을 두고 항해를 하는 방법이 
고정 속도를 고 항해를 하는 방법보다 연료 소모량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cenario 1 에서는 특정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동력이 들어가는 반면, Scenario2 에서는 선속 
저하량을 보상하기 위한 부가 동력을 넣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Path-planning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엔진 회전 수를 고정하여 수행한 
최적항로, 선박의 속도를 고정하여 수행한 최적항로 그리고 
구간별 엔진 회전 수를 달리하여 수행한 최적항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여러 연료 최적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Scenario 1 에서 3까지 제안된 문제를 해결한 결과 
각 구간별 최적 rpm으로 찾아간 문제에서 더 큰 연료의 
절감 효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셋째, Scenario 3에서 제시 방법을 통해 중기적 
일기예보를 바탕으로 실제 선박을 항해하는 사용자가 연료 
절감의 측면에서 좀 더 나은 항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항해 전략에 따라 최적화를 
수행하였고 구간별 최적 RPM 을 찾아 가는 것이 최적의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료 
소비량만을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였기 때문에 선박의 
안정성 승무원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최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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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Design for a Supercavitating Vehicle in Transition Phase 

Kim Seon-Hong, Nakwan Kim 
 

 
요 약 
 

초공동 수중운동체 기술은 공동화 현상을 이용하여 수중운동체의 저항을 감소시켜 속도를 획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초공동 수중운동체는 완전유체접촉상태에서 공동상태를 거쳐 초공동상태로 전환되는 천이영역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비대칭적이고 비선형적인 힘과 모멘트는 수중운동체의 제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수중운동체가
발산하는 상황이 야기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천이영역에서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자세를 제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초공동 수중운동체를 구성하는 캐비테이터, 핀, 공동, 유체력을 모델링하여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구성하였다. PID제어를
통해 천이영역에서 초공동 상태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종동요각을 유지하였다.  
 
Keywords:Supercavitation(초공동), Dynamics modeling(동역학 모델링), Transition phase(천이영역)  
 

1. 서 론 
 
기존의 어뢰와 같은 수중운동체는 물과의 마찰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중운동속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군사적 작전에서의 임무수행능력은 수중에서의 운동속력이 
좌우하기 때문에 높은 속력을 얻기 위한 추진장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수중운동체가 받는 항력을 줄이는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수중운동체가 
공동(cavitation)을 형성하게 되면 물과의 접촉면이 줄어들어 
마찰저항의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동을 인위적으로 
크게 만들어 물과의 접촉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현상을 
초공동(supercavitation)이라고 한다. 초공동 현상을 
이용하면 기존의 수중운동체가 갖는 운동속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군사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초공동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공동 수중운동체는 완전유체접촉(fully-wetted)상태에서 
천이영역을 거쳐 초공동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천이영역에서는 물과의 접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고 
저항, 부가질량, 부력 등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동에 의하여 운동체가 받는 힘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초공동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운동체가 발산할 수 있다.  

천이영역에서의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모델링은 크게 
공동의 모델링, 공동을 발생시키는 캐비테이터의 모델링, 
운동체 후부에 위치하여 제어력을 발생시키는 핀의 모델링 

그리고 유체에 의하여 운동체가 받는 유체력 모델링으로 
나눌 수 있다. 천이영역이 아닌 정상상태에서의 초공동 
수중운동체에 대한 모델링과 제어관한 연구(Vanek, 2007. 
Dzielski, 2011)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천이영역에서 
초공동 수중운동체가 받는 유체력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Varghese, 2003. Uhlman, 2001) 

본 논문에서는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동역학적 모델링과 
천이영역에서 운동체가 받는 유체력을 모델링 하였다. 
천이영역을 지나 초공동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운동체가 
발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운동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제어기는 PID 제어기를 사용하였으며 
캐비테이터를 제어입력으로 사용하였다.  

 
2. 초공동 수중운동체 동역학 모델링 

 
Vanek(2007)의 모델을 참고하여 운동체 제원을 결정하고 

운동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모델링 하였다.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형상은 Fig.1에 나타내었다.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제어판은 전반부에 위치한 캐비테이터와 
운동체 후부에 위한 4개의 핀으로 이루어져 있다. 
캐비테이터는 피치축 방향으로 1자유도 운동을 할 수 있고 
4개의 핀 역시 각각의 축을 중심으로 한 1자유도 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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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percavitating vehicle 
 

2.1 초공동 수중운동체 비선형 
 
 초공동 수중운동체는 캐비테이터와 

제어력과 유체에 의한 유체력, 중력을 
수중운동체의 비선형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있다.  

 

 
 

 
 
여기서,  는 추력,  는 캐비테이터에

핀에 의한 힘,	 는 중력, 는 유체력을 의미한다
힘들에 의한 모멘트 역시 같은 첨자를 갖는다

 
2.2 캐비테이터 동역학 모델링

 
캐비테이터는 디스크 형태로 피치축

움직이는 1자유도 운동을 한다. 캐비테이터에 = (1 + ) 는 공동수 σ 에 의해
논문에서는 Logvinovich(1972)에 의한 실험값인
사용하였다. 캐비테이터에 의한 항력은 받음각
바람좌표계에서의 항력과 양력으로 
바람좌표계와 운동체 몸통좌표계의 좌표변환을
운동체가 받는 힘으로 변환된다.  

1C

3C

cV

ca
cd

body axis

wind axis

2C

ca
vit

ato
r a

xis

C

1b

2b

3b

B

CBR ®

 
Fig 2. Cavitator coordinate notation 
 

 

 운동방정식 
 핀에서 발생된 
 받는다. 초공동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1-1) 

(1-2) 

캐비테이터에 의한 힘,  는 
의미한다. 또한 이 

갖는다. 

모델링 
피치축(x-z축)으로만 

캐비테이터에 의한 항력계수 
의해 결정되며 본 

실험값인 0.82를 
받음각  에 의해 

 나누어 지고, 
좌표변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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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테이터에 의한 힘은 다음과

 =                         , =  sin  	                             , =  cos                         ⃗ = − ,0− ,                      
⃗ =  ⃗                     

 
여기서  는 캐비테이터가 , 는 받음각  에 의해

이를 바람좌표계에서 표현한  을 통해 몸통좌표계에서 힘 
 

2.3 핀 동역학
 핀은 단면이 쐐기형태로 

피치축(x-z축)으로만 움직이는 
받는 힘과 모멘트 계수는 핀의
접촉(액침깊이:  ) 	 에 따라 
데이터를 참고하여 보간법을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  ( ,  ( , 

Fig 3. Fin coordinate notation 
 

여기서  는 핀의 길이이다. 
후부에 4개가 위치하며(Fig. 3) 
수직한 2개의 핀을 rudder라고 
마찬가지로 핀에 작용하는 힘을
양력으로 나누고, 좌표변환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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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2-1) 
                                  (2-2) 

                                (2-3) 
                                      (2-4) 

                                 (2-5) 

캐비테이터가 받는 항력,  , 와 
의해 분리된 항력과 양력이다. 
 것이 ⃗ 이고 좌표변환행렬 ⃗로 표현하였다. 

동역학 모델링 
쐐기형태로 캐비테이터와 마찬가지로 

 1자유도 운동을 한다. 핀이 
핀의 받음각(  )과 물과의 
 결정되고 Kischner(2002)의 

보간법을 사용하였다. 핀의 힘과 
표현된다.  

                         (3-1) 
)))                      (3-2) 

 
 

.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핀은 
 수평한 2개의 핀을 elevator, 
 지칭한다. 핀도 캐비테이터와 

힘을 받음각()에 의하여 항력과 
좌표변환행렬 을 통해 몸통좌표계에서의 



힘( ⃗)으로 나타낸다. 
 ⃗ =  ⃗                                              (3-3) 
 

2.4 공동 동역학 모델링 
 

공동은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여 독립적으로 확장하고 
수축한다. 공동의 모델링을 통해 운동체와 물과의 접촉, 
부력의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Garabedian(1956)은 
최대 공동 반지름(  ) 과 길이(  ) 를 근사하여 
공동의 형상을 모델링하였다.  
   = ()                                           (4-1) 
  = () ln                                        (4-2) 
 
여기서 () 는 캐비테이터의 항력계수이며 d 는 
캐비테이터의 지름이다. May(1975)는 캐비테이터로부터 
떨어진 거리 L에 따른 공동의 반지름을 모델링하여 공동의 
형상을 예측하였다.  () = R 1 − (   ) .

             (5) 
 
가장 많이 쓰이는 공동의 모델은 Logvinovich(1972)에 
의한 모델이다. Logvinovich 모델의 기본 아이디어는 
공동의 단면은 캐비테이터의 중심선을 따라 팽창, 
수축하며 이는 몸체의 운동과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ay의 공동 모델을 사용하였다. 공동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하는 천이영역 구간에서 공동을  

 
Fig.4 Cavity shapes varying with velocity change 

표현하기 위해서는 May의 공동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 
다른 모델의 경우에는 속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공동의 
반지름 해가 complex number로 표현이되 해를 구하지 
못한다. Fig.4는 세 가지 공동 모델의 속도에 따른 공동 
형상을 나타낸다. 속도가 낮아질수록 공동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유체력 모델링 
 

 초공동 상태에서는 공동이 완전하게 발달하여 캐비테이터와 
핀 일부를 제외하고는 운동체와 물과의 접촉이 없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천이영역 구간에서는 공동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몸체와 물이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체에 의한 
힘이 발생한다. 유체에 의한 힘은 크게 마찰저항과 압력저항, 
부력, 부가저항과 뎀핑에 의한 힘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의 
모델링을 통해 공동의 형상을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물과 
접촉하는 면적을 알 수 있다. 유체력 계산을 위하여 공동은 
위/아래가 대칭인 형태로 가정하였다. 이 때 운동체 몸체와 물의 
접촉면적과 부피는 다음과 같다. 
   = ( −  )                                        (6-1)  =  ( −  )                                       (6-2) 
 
유체에 의한 부력은 다음과 같다. 
 B = −ρg 
 =

⎣⎢⎢
⎢⎢⎡

− ∅ ∅ ∅ −	 ∅− −  ∅ ∅ +	 ⎦⎥⎥
⎥⎥⎤                       (7) 

 
마찰저항  는 다음과 같다. 
  =   	                                               (8-1)  = .(  )                                                  (8-2) 

 
마찰저항계수 는 ITTC Line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압력저항의 
경우 상하 대칭에 의해 y축, z축 방향 성분은 상쇄되어 사라지고 
오직 x축 방향 압력 차이에 의한 저항만 남게 된다. 이 압력에 
의한 저항은 캐비테이터의 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캐비테이터의 모델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가저항과 뎀핑에 
의한 유체력은 Uhlman(2001) 의 계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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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기 설계 
 

천이영역 구간에서 운동체에 작용하는 비대칭적인 힘과 
모멘트를 상쇄시켜 자세를 제어하기 위하여 PID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제어입력은 캐비테이터의 변위각이고 제어하는 
상태변수는 종동요각이다. 운동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x-z평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가정하였다. 시스템의 
블록선도를 Fig.5에 나타내었다. 
 

 
Fig 5. Block diagram of pitch angle control 

 
4. 시뮬레이션 결과 

 
MATLAB/SIMULINK 기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의 타당성 및 제어기 성능을 검증하였다. 
초기 심도는 10m이고 종동요각 0° 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추력은 초기 상태부터 일정하게 12000N으로 유지하였다.  

 

Fig. 6 Time response of position/pitch angle 
 
Fig.6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x, z 위치와 종동요각의 변화를 
나타낸다. 초기 심도인 10m에서 심도를 거의 변화하지 않고 
천이영역을 지나 정상상태로 가고 있다. 종동요각 변화는 0.5° 이내에 들어온다. Fig.7에서는 속도와 각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일정한 추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이 더디게 증가하는 이유는 공동이 충분히 
발달되기 전까지 유체력(Fig.8)이 운동체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Fig. 7 Time response of velocity 
 
z축에 걸리는 유체력과 M모멘트(종동요 모멘트)은 유체에 
잠긴 운동체에 작용하는 부력에 의한 힘과 모멘트 이다. 
부력은 운동체 후부에 작용하기 때문에 음의 모멘트를 
발생시킨다. 유체력의 크기는 공동의 형상과 상관관계를 
통해 정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Fig. 8 Hydrodynamic force acting on the body 
 
Fig.9에서는 공동의 길이와 최대 반지름, 운동체 후부에의 
공동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수중운동체의 속도가 느릴 
때에는 공동의 길이와 크기가 작아 물과의 접촉면은 커지는 
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은 작은 값을 가진다. 
하지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0.2초 부근에서 유체력은 최대 
값을 가지게 된다. 유체에 의한 힘이 0이 되는 시간인 0.6초 
부근에서의 공동의 형상을 살펴보면 운동체 후부에서 
공동의 반지름이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이 운동체를 완전히 덮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유체에 의한 힘 역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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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avity radius at transom and maximum cavity 
radius/length  
 
Fig.10은 종동요각 제어를 하기 위한 캐비테이터 제어 입력 
값을 보여준다. 제어입력 크기가 0에 가까워 지면서 
천이영역을 지나 정상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Time response of cavitator angle command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천이영역에서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자세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제어기를 설계하기 
이전에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초공동 수중운동체가 받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캐비테이터, 핀, 유체력, 공동의 동역학을 
모델링하였다. 천이영역에서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 PID제어기를 설계하여 캐비테이터를 이용한 
자세제어를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중운동체는 
천이영역을 지나 초공동 상태에 이르기 까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정상상태에 도달하여 초공동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다른 제어기법을 통해 종동요각 제어 
이외에도 선수각, 횡동요각, 심도 제어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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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수상선의 시스템식별 
우주현 김낙완 

 
System Identification of Surface Vehicle  

Using Neural Network 
Joohyun Woo,  Nakwan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선박의 조종미계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조종미계수들은 대상시스템의
조종미계수값들과 비교한 결과 그 크기와 부호에 있어서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정된 조종미계수들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대상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운동응답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파라미터 추정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eywords: System Identification(시스템식별), Parameter Estimation(파라미터 추정), Neural Network(신경회로망)  
 

1. 서 론 
 

선박조종운동의 수학적 모델링과 미계수는 선박제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평면운동장치 
시험 또는 강제선회시험과 같은 구속모형시험을 사용하는데, 
모형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척도효과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실선의 시운전 데이터를 이용해 실선의 
미계수를 추정하는 시스템식별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시스템식별법에 대한 연구는 
항공분야에서 먼저 소개되었고 (Linse, 1993), Ghosh, 
A.K(2009)등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해양운동체와 
관련된 연구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을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G.Rajesh,2010),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선박의 조종미계수를 추정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시스템식별방법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black-box predictors)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같이 
시스템에 대한 사전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경회로망의 매우 복잡한 병렬구조를 바탕으로 
입력변수와 출력변수간의 비선형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orris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박의 상태변수와 
입력변수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순방향신경회로망에 
학습시킨 후 후처리과정을 통해 조종미계수를 추정하였다.  

2. 수학적 모델 
 
2.1 좌표계 

본 연구에서는 수상선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 
관성좌표계 ,  와 선체고정좌표계  ,  를 사용하였다.   
선체고정좌표계는 수상선의 중앙부에서 선수와 우현방향 
으로 각각 고정되어있다.  

 
Fig.1 관성좌표계x, y와 선체고정좌표계x, y 

 
관성좌표계와 선체고정좌표계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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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종운동방정식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 조종운동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횡동요, 종동요, 상하동요운동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무시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조종운동방정식은 3자유도로 표현될 수 있고, 파나 조류 
등의 외란의 영향이 작다고 가정하면 조종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 ) =  +   (̇ +  +  ̇) =  +    ̇ + (̇ + ) =  +   
(2-1) 
(2-2) 
(2-3) 

  X, ,  는 각각 전후동요방향 유체력, 좌우동요 
방향 유체력, 선수동요방향 유체력모멘트를 의미하고, X ,  ,  는 타에 의한 유체력과 유체력 
모멘트를 의미한다. 식2에 의해 표현된 바와 같이 각 방향에 
작용하는 유체력과 유체력 모멘트는 각 방향의 속도와 
가속도성분등의 상태변수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태변수들을 IMU나 GPS등의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하면, 
선체에 가해지는 각 방향의 힘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좌우동요 방향의 유체력  =  +  은 v̇, , , ̇ 등의 상태변수와 질량 	 ,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 방향에 가해지는 유체력과 
유체력 모멘트의 총 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X =  +  													= ̇̇ + X|||| + |||| +  +  														+|| Y =  +  													= ̇̇ + ̇ ̇ + Y|||| + Y||||														+Y|||| + Y|||| + Y|||| +  N =  +  													= ̇̇ + ̇ ̇ + |||| + ||||														+|||| + |||| +  
 

 
(3-1) 
 
(3-2) 
 
(3-3) 

여기서  X, Y, N  는 각각 전후동요방향 유체력  , 
좌우동요방향 유체력  , 선수동요방향 유체력 모멘트 를 
변수 a로 편미분 한 값을 의미한다.  
 
2.3 무차원화 

본 연구에서는 무차원화된 조종미계수와 상태변수들이 
사용되었다. 무차원화는 다음과 같이 선박의 합속도와 
선체길이를 이용하는 Prime system I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  = 2  ,  = 2   
 
 
 

u =  ,				v =  ,  r′ =  ,  ṙ′ = ̇ ,  u′̇ = ̇,  v′̇ = ̇,  δ′ = δ          (4) 

 
3. 파라미터 추정 

 
본 연구에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해서 수학적 모델을 

알고 있는 임의의 시스템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 2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파라미터추정 

 
1단계. 항주데이터수집: 자유항주실험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태변수들 (각 방향 속도, 가속도성분들) 과 제어입력 
(타각) 데이터를 수집한다. 식1 과 식2 에 의해 매 순간 
선체에 가해지는 유체력과 유체력모멘트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좌우동요 유체력의 경우, 식2-2에 의해서 Y = ̇ +  + ̇ 의 관계로 구할 수 있다. 
 
2단계. 신경회로망 학습: 이전 단계를 통해 구한 유체력과 
상태변수들의 조합을 각각 출력과 입력으로 두고 
역전파기법을 통해 신경회로망을 학습시킨다. 신경회로망의 
학습이 완료되면 신경회로망은 시스템의 동역학적 특성을 
포함하게 된다. 
 
3단계. 후처리과정: 시스템의 동역학이 학습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미계수를 추정하는 단계이다. 입력변수의 값을 
임의로 약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해당 변수의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미계수를 추정해낸다. 
 
 
 



3.1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파라미터추정을 위해 비선형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으로부터 구한 상태변수들을 활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추정된 조종미계수들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되었던 시스템의 미계수들과 비교하여 추정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대상선박은 
Multipurpose Naval Vessel (Perez)이고, 상세한 스펙은 
Table 1에 기술되어있다.  

 
Table 1. Specification of ship used in simulation. 

 
선박의 조종성미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넓은영역의 
주파수역대를 자극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3-2-1-1 
타각입력이 설계되었다. Fig.3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타각입력이고, Fig.4는 이에 대한 시스템의 운동응답이다. 
시뮬레이션의 시간간격은 0.1초로 설정하였고 총100초동안 
수행되었다.  

 
Fig. 3 Rudder input 

 

  
 

Fig. 4-1 Maneuvering response I 

 
Fig. 4-2 Maneuvering response II 

 
 3.2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파라미터 추정 

앞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상태변수들과 유체력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하여 신경회로망을 학습한다. 
신경회로망 학습의 목적은 특정 임의의 상태변수 값을 알 때, 
선박이 받는 유체력을 추정하는 것이다. 신경회로망의 
학습에는 역전파기법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입력변수로는 시뮬레이션에서 수집한 매 순간의 상태변수를 
사용하였고, 출력변수로는 순간순간에 선박에 가해지는 
유체력을 사용하였다. 신경회로망은 학습을 통해 매 순간의 
상태변수와 유체력의 관계를 패턴화 하여 회로망 안에 
저장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동역학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Fig.5는 좌우동요 유체력과 
상태변수와의 관계를 학습시키는 신경회로망을 나타내고 
있다. 은닉층은 1개로 설정하였고 뉴런은 7개로 설정하였다.  

 

 
Fig.5 Training Neural Network 

 
신경회로망은 전후동요, 좌우동요, 선수동요 각각의 
자유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학습되어야 한다. 또한, 
변수들간의 스케일 차이에 의한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무차원화하여 학습시킨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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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Symbol Measure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 48	 

Beam B  8.6  
Service speed nomU  8	/ 

Mass m r= Ñ  3.56× 10  
Inertia in yaw zzI  6× 10K	gm 



조건들은 신경회로망을 학습하는데 설정값으로 사용하였던 
조건들이다. 
 
Table 2. Condition for training neural network 

Number of Neuron =7 
Maximum Iteration = 25000 
Performance goal (MSE) = 10 
Mu decrease factor =0.1 
Mu increase factor =10 
Maximum Mu =10  

 
신경회로망의 학습이 완료되면, 이를 이용하여 조종미계수를 
추정해내는 후처리과정이 필요하다. 후처리과정은 1개의 
입력변수 값을 미소량만큼 증가, 감소시키고 그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미계수를 추정해낸다.  
 
3.2.1 선형미계수의 추정 

선형미계수의 경우 선형미계수에 대응하는 변수의 값을 
미소량만큼 변화시켜 새로운 유체력을 계산한다.  
좌우동요를 예를들면, ̇ 계수를 추출하기위해 ̇ 을 
미소량만큼 증가시키고, 나머지변수는 그대로 고정시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대신 ̇ + ∆̇을 입력변수로 두고 
나머지 상태변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유체력  를 구할수 
있다. 같은방법으로 ̇를 미소량만큼 감소시키면 ̇ − ∆̇를 
입력변수로 갖고, 나머지 상태변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유체력 를 구할 수 있다.  − 는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유체력의 차이이다. 따라서, 이를 ̇의 변화차이로 
나누면, ̇에 대한 선형미계수 ̇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5) 
 
각각의 경우에서 Y − Y 는 계수와 관련된 상태변수값을 
미소량만큼 변화시킴에 따라 발생한 유체력 차이이다. 
 
3.2.2 비선형미계수의 추정 

 비선형미계수의 경우 선형미계수와는 달리 한가지 
종류의 상태변수가 유체력을 구성하는 여러 항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좌우동요방향의 유체력의 경우, 식 2-2를 
참고하면, 라는 변수 값을 미소량만큼 증가시킬 경우, 와 
관련된   4가지의 항들  (Y||||,					Y||||, 					Y||||,	Y|||| ) 모두에서 유체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를 
미소량만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구한 유체력의 차이  −  는 위의 4가지의 항들에 의해서 발생한 유체력 
차이의 총 합과 같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2∆ + |||2|2∆+ 2∆ + |||2∆| (6) 

 
여기서,  −  값은  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구한 

유체력의 차이이고, ||2∆ , |2v|2∆v , 2∆ , |2∆|값은  를 증가시켰을 때와 감소시켰을 때의 입력 값의 
차이이므로 모두 알고 있는 값이다. 이 값들은 0.1초의 
시간간격 동안 100초동안 추출해놓은 데이터 이므로 총 
1001개의 행을 갖는 행렬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2∆ |2v|2∆v				2∆ |2∆|||2∆ |2v|2∆v				2∆ |2∆|||2∆ |2v|2∆v				2∆ |2∆|⋮  ⎣⎢⎢
⎡||||||⎦⎥⎥

⎤
   (7) 

 
이 행렬을  =   로 표현하면, 회귀분석법(Regression 

Method)을 적용하여   = ()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파라미터 에 오차가 존재할 경우, 그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해이며, 이를 통해 비선형미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4. 결과 및 타당성 검증 
 

4.1 조종미계수 추정결과 
다음의 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조종미계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Table2. Estimated parameter result 

 True value 
(e-5) 

Estimated value 
(e-5) Ẋ -31.032 -30.756  -167.789 -159.067   209.523 203.415  -2.382 -1.923   242.164 255.913 ̇ -700.907 -745.397 ̇ -52.018 -52.325  -1010.163 -1090.077  233.635 269.983   -316.746 -286.158   -1416.083 -1432.043   -324.593* -329.438  -233.614 -234.476 



 
4.2 타당성 검증 

추정된 조종미계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위해 시스템의 
파라미터와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15도 선회시험을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Fig.6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타각입력이고, Fig. 8은 선박이 움직인 경로자취, Fig.7은 
시스템의 응답이다.  
 

 
    Fig. 6 Rudder input for simulation 

 

 
    Fig.7 Simulation result (Trajectory) 

 

    Fig. 8 Maneuvering response 
 
Fig.7과 Fig.8 을 비교해보았을 때, 대상 시스템과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한 시스템의 거동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 
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수상선의 

조종미계수를 추정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추정된 
조종미계수는 실제 값들과 매우 유사하였으며, 추정된 
미계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의 결과 또한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선박의 
동역학을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 전파기법을 통해 학습된 신경회로망이 파라미터 추정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G. Rajesh, G. Giri Rajasekhar & S. K. Bhattacharyya., 
2010. System Identification for Nonlinear Maneuvering of 
Ship Using Neural Network. Journal of Ship Research, 54(1) 
pp.1-14 

Linse, D.J. and Stengel, R.F (1993). "Identification of 
Aerodynamic Coefficients using Computational Neural 
Networks", Journal of Guidance, Control and Dynamics, 
Volume 16, No.6, pp.1018-1025, November-December 

0 5 10 15 20 25 30
0

5

10

15

20

Time (sec)

d 
(d

eg
)

Rudder input

-70 -60 -50 -40 -30 -20 -10 0 10

-20

-10

0

10

20

30

40

50

x (m)

y 
(m

)

Simulation Result (Trajectory)

0 5 10 15 20 25 30
7.4

7.6

7.8

8

S
ur

ge
 

ve
lo

ci
ty

 (m
/s

)

Simulation Result (state variables)

0 5 10 15 20 25 30
-0.5

0

0.5

S
w

ay
 

ve
lo

ci
ty

 (m
/s

)

0 5 10 15 20 25 30
-3

-2

-1

0

Y
aw

 ra
te

 (d
eg

/s
ec

)
0 5 10 15 20 25 30

-100

-50

0

Y
aw

 a
ng

le
 (d

eg
)

0 20 40 60 80 100
-80

-60

-40

-20

0

Time (sec)

P
si

 a
ng

le
 (d

eg
)

0 20 40 60 80 100
-4

-2

0

2

4

Y
aw

 ra
te

 (d
eg

/s
)

N -175.104 -182.208 N  -156.364 -155.571 N  -579.631 -603.201 N -166.365 -172.281 N -175.104 -182.208 N  -156.364 -155.571 N  -579.631 -603.201 N -166.365 -172.281 



Morris, A.J., Montague, G.A. and Willis, M.J., Artificial 
Neural Networks: Studies in Process Modelling and Control, 
Trans. IChemE., 72 Part A, 3-19 (1994).    

Peyada, N.K. and Ghosh, A.K (2009). "Longitudinal 
Aerodynamic Parameter Estimation using Neural Network 
and Gauss Newton method”, Journal of Aerospace 
Sciences and Technologies, Volume 61, pp. 295 - 304. 



외란관측기를 이용한 잠수체의 강건제어기법 연구 
김대혁, 김낙완 

 
A Robust Control Method for a Submerged Body 

by Using Disturbance Observer 
Dae Hyuk Kim, Nakwan Kim 

 
 

요 약 
 

수면 근처에서 운동하는 잠수체는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에 의해 심도유지에 방해를 받는다. 또한 유체 입자의 운동에
의해 제어판에 입사되는 유체 유입각이 교란되며, 자유표면 효과에 의해 잠수체가 받는 유체력이 변화한다. 이러한
영향들은 정확한 모델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항 도중 그 정확한 값들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거나 추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수면 근처에서 운동하는 잠수체는 외란 불확실성과 모델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외란관측기를 이용한 잠수체의 강건제어기법을 소개한다. 외란관측기의 적용을 위해 선형화된
기존의 잠수체 수학모델을 선형시불변 공칭모델 및 불확실성 부분으로 재구성하였다. 공칭모델을 이용하여 설계된
외란관측기가 외란 및 모델링 불확실성을 보상하면 실제 모델은 공칭모델로 근사화된다. 공칭모델을 이용하여
선형제어기를 설계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란관측기의 유무에 따른 제어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외란관측기를 이용한 선형제어기가 잠수체의 외란 및 모델링 불확실성에 강건한 제어기법임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 Submerged Body(잠수체), 자유표면효과(Free Surface Effect), Disturbance Uncertainty(외란 불확실성), Modeling 
Uncertainty(모델링 불확실성), Disturbance Observer(외란 관측기), Robust Control(강건제어)  
 

1. 서 론 
 
수면 근처에서 운항하는 잠수함이나 어뢰와 같은 

잠수체는 파에 의한 외력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이에 
더하여 파에 의한 유체입자의 운동에 의해 제어력이 
교란되며, 자유표면 효과에 의해 잠수체가 받는 유체력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들은 일정 심도를 유지해야 하는 
잠수체의 심도유지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는 크게 1차와 2차로 구분되는데, 1차는 수상선에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진동운동을 야기하며, 2차는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발생시킨다(Richards et al., 1981). 
파가 존재하는 자유표면에서는 유체입자가 순환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수면 근처에서 운항하는 잠수체로 유입되는 
유체의 입사각을 교란시켜서 제어판의 양력을 변화시킨다. 
자유표면 근처에서는 심도에 따라 잠수체가 받는 유체력이 
변하게 되는데, 심도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영향은 작아지게 
된다(NAVSEC, 1978). 이 세 가지 영향에 대한 물리적 
모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운항하는 도중 실시간으로 계측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시스템의 외란 및 모델링의 불확실성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제어기법이 
필요하다. 

잠수체의 제어기법으로써 게인스케줄링 방식을 이용한 
최적제어기법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Dumlu & Istefanopulos, 
1995). 자유표면효과를 고려한 심도제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Choi, 2006), 파의 강제력 및 모멘트를 고려한 
LQR제어기를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Kim, 2008). 심도에 
따른 자유표면효과를 실험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있었으며(Seol, 2005), 수면 근처에서의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의 수학적 모델이 제시되었다(Rhee, 2008). 하지만 
앞 서 언급한 심도유지 방해효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어기법은 아직 연구된 사례가 없다. 수중운동체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H¥  제어기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Lee et al., 2000), 앞 서 언급한 외란과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하고, 그 불확실성을 
보상하고 안정적인 제어를 가능케 하는 제어기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본 논문에서는 수면근처 잠수체의 외란 및 모델링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건제어의 방법으로써 
외란관측기를 도입하도록 한다. 외란관측기는 이미 존재하는 
제어기에 간단히 추가시킴으로써 기존 제어기의 안정적인 
제어성능을 보장하여 준다. 외란관측기는 이미 모터, 로봇 
팔 등 여러 제어시스템에서 적용되어왔다(T. Umeno et al., 
1991; T. Umeno et al., 1993). 외란관측기의 강인 안정성에 
관한 상태공간에서의 이론적 해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H. Shim & Y. Joo, 2007), 비선형 시스템(J. 
Back & H. Shim, 2008)과 다중입출력 시스템(J. Back & H. 
Shim, 2008)에서의 외란관측기의 이론적 해석에 관련된 
연구 역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잠수체의 
수직면 운동방정식을 기술한다.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 
유체입자의 운동에 의한 영향 그리고 심도에 따른 유체력의 
변화를 함께 기술하면서 이 모두를 고려한 최종적인 수직면 
운동방정식을 정의한다. 3절에서는 외란관측기와 제어기의 
설계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상태방정식을 구성하고, 이를 
공칭모델과 불확실성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외란관측기를 설계하고, 공칭모델로 근사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한다. 4절에서는 
대상잠수체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란관측기를 
이용한 제어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5절에서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운동방정식 
 

2.1. 잠수체 수직면 운동방정식 모델링 
 

잠수체의 좌표계는 다음의 Fig.1 과 같이 
지구고정좌표계와 선체고정좌표계를 사용한다.  
 

 Fig. 1 Coordinate systems 
 
선체고정좌표계의 원점은 잠수체의 무게중심에 있으며, 초기 
운항심도가 선체고정좌표계의 XY 평면 위에 있다. 
잠수체의 코닝타워와 선미에 제어판이 있으며, 각변위를 
각각 Bd 와 Sd 로 표시한다(Choi, 2006).   

잠수체의 수직면 운동방정식은 상하동요 및 종동요 
운동으로 구성된다(Rhe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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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과 (2)에서 우변의 힘 Z 와 모멘트 M 은 유체력, 
제어력 그리고 파에 의한 외력을 포함한다. 중성부력이라는 
가정하에 전진속도 U 에서 선형화시키면 다음의 식 (3)과 
(4)를 얻을 수 있다. 
 

3 ' 2 ' 3 '

2 ' 2
0

2 ' 2 2 ' 2

2 2 2

                         
2

                         
2 2

                         

w w q

B S

control wave

m l Z w l Z Uw l Z Uq

mUq l Z U

l Z U B l Z U S

Z Z

d d

r r r

r

r rd d

æ ö- = +ç ÷
è ø

+ +

+ +

+ +

& &

 (3) 

 

( )

5 ' 4 ' 3 '

3 ' 2
0

3 ' 2 3 ' 2

2 2 2

                           
2

                           
2 2

                           

yy q q w

B G

B S

control wave

I l M q l M Uq l M Uw

l M U z z mg

l M U B l M U S

M M

d d

r r r

r q

r rd d

æ ö- = +ç ÷
è ø

+ + -

+ +

+ +

& &

 (4) 

 
2.2.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 

 
잠수체의 종방향 운동에는 z 방향 힘과 y 방향 모멘트가 

영향을 미친다. 힘과 모멘트는 각각 1차와 2차 강제력 및 
모멘트로 구성된다. 1차 힘과 모멘트는 상선과 마찬가지로 
순수진동운동을 야기하고, 2차는 잠수체의 심도 및 
종동요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야기한다. 다음의 
식 (5)와 (6)은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의 경험식이다(Dumlu 
& Istefanopulo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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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 2 1 2, , ,Z Z M MC C C C 은 잠수체의 형상에 의해 
결정되는 계수이다. , ,U LÑ 는 각각 잠수체의 부피, 
전진속도 그리고 길이를 나타낸다. m 는 파의 입사각이며, 

eiw 는 파의 조우주파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cosi
ei i

U
g

w
w w m= -   (7) 
 

1iF 는 파에 의한 힘이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주기 위한 계수로써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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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체입자의 운동에 의한 영향 
 

유체입자의 운동은 제어판에 입사하는 유체의 유입각을 
교란시킨다. 선형파이론에 의해 유체의 속도포텐셜은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 ) ( )cosk zg e kx tVf V w
w

-= - +  (9) 
 
속도 포텐셜을 x 방향과 z 방향으로 편미분하면 식(1)과 
같은 유체입자의 전후 및 상하방향 속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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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입자의 속도는 양력면에 대한 입사각에 변화를 준다. 
이는 양력면으로 간주되는 잠수체 전체와 제어판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잠수체가 충분히 크다면, 그 효과는 무시할 
만 하므로 제어판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도록 한다. 
유체입자의 순환속도는 유체입자의 전후 및 상하방향 
속도를 이용하여 식 (1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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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체입자의 속도가 제어판의 각변위에 더해진다. 

2.4. 자유표면 영향에 의한 유체력의 변화 
 

잠수체가 수면 근처에서 운동할 때, 자유표면 영향에 
의해 유체력이 변하게 된다[1].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은 
다음의 attenuate factor hC 를 도입하여 고려해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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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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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는 심도인데, 식 (9)를 보게 되면 만약 무한수심이 될 
경우 hC 가 0이 되어 자유표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hC 는 잠수체 및 제어판의 유체력 미계수에 
곱해져서 새로운 유체력 미계수를 구성한다.  
 

2.5. 수면 근처 잠수체의 수직면 운동방정식 
 

앞 서 언급한 유체역학적 영향들을 모두 고려한 최종 
잠수체의 수직면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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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란관측기 및 제어기 설계 
 

3.1. 상태방정식 
 

외란관측기 및 제어기 설계를 위해 상태방정식을 
구성하도록 한다. 잠수체의 심도제어를 위해서는 심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한데, 식 (13)과 (14)에서의 변수 z 는  
선체고정좌표계에서 정의한 상하동요의 위치값이므로 
정확한 심도를 나타낼 수 없다. 심도 ( )h t 는 다음의 식 
(15)와 같이 전진속도 ( )u t 와 상하동요속도 ( )w t  그리고 
종동요각 ( )tq 으로 표현된다. 
 
( ) ( ) ( ) ( ) ( )cos sinh t w t t u t tq q= -&  (15) 

 
선형화된 상태방정식의 구성을 위해 식 (15)를 전진속도 
( ) ( / )u t U m s= 와 종동요각 ( ) 0 ( )t radq = 에서 

선형화시키면 식 (16)을 얻을 수 있다. 
 
( ) ( ) ( )h t w t U tq= -&   (16) 

 
상태방정식 구성을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상태변수 및 
입력변수 그리고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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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간략화를 위해 G Bz z= 와 ' '

0 0 0Z M= = 의 가정을 
적용하고, 식 (13), (14) 그리고 (16)을 이용하여 
상태방정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wx Ax B u Ewa= + + +&   (18) 
 
식 (18)에서 4 4A R ´Î 는 시스템행렬, 4 2B R ´Î 는 입력행렬 
그리고 4 2E R ´Î 는 외란행렬을 나타낸다. 각 행렬에 
들어가는 attenuate factor hC 에 의해 이 시스템은 
선형시불변시스템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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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칭모델 설정 및 모델의 불확실성 정의 

 
상태방정식 (18)에서 시스템행렬 A , 입력행렬 B  그리고 

외란행렬 E 는 attenuate factor hC 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모두 심도에 따른 함수이다. 시스템행렬A 와 입력행렬B 를 
유체력 미계수로만 구성된 부분과 attenuate factor hC 를 
포함한 부분으로 나눈다. 이 때, 유체력 미계수로만 구성된 
부분을 공칭모델 ,n nA B 로 설정하고, 남은 부분을 모델링의 
불확실성 ,A BD D 로 정의한다. 
 

,   n nA A A B B B= + D = + D   (19) 
 
식 (18)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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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에서 모델링의 불확실성에 관련된 부분 Ax BuD + D , 
유체입자의 속도에 관련된 부분 wBa  그리고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 부분 EW 을 합쳐서 전체 시스템의 불확실성 

*W 로 정의한다. 
 

*
wW Ax Bu B EWa= D + D + +  (21) 

 
3.2. 외란관측기 설계 

 
 앞 서 정의한 시스템의 공칭모델 및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식 (18)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n nx A x B u W= + +&    (22) 

 
 Q 필터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의 추정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ˆ
n nW Q x A x B u= - -&   (23) 

 
 추정된 불확실성 *Ŵ 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불확실성 

*W 을 보상하기 위해 식 (18)의 입력행렬 B 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행렬 nB 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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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정의한 행렬 nB 과 불확실성 추정된 불확실성 *Ŵ 을 
식 (22)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 (25)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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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섭동이론(Singular Perturbation Theory)에 의해 식 
(23)의 Q 필터가 충분히 큰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게 되면, 
불확실성이 보상되어 식 (26)과 같이 외란이 없는 
공칭모델로 근사화된다(Khalil, 1996). 
 

n n cx A x B u= +&   (26) 
 
Q 필터는 보상하고자 하는 불확실성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판의 동역학을 
고려하여 높은 주파수 성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다음의 2차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였다. 
 
( )

( ) ( )
0

2
1 0

a
Q s

s a s a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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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어기 설계 

 
MIMO(Multi Input Multi Output) 시스템이므로, PID 

제어기법을 적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제어기법인 LQR 제어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식 (26)의 공칭모델의 시스템행렬 nA 과 입력행렬 nB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Riccati 방정식을 계산한다. 
 

1 0T T
n n n nA P PA PB R B P Q-+ - + =  (28) 

 
위의 방정식에서 Q 와 R 은 각각 상태와 입력에 관계된 
가중행렬이며, P 는 방정식의 해이다. 제어입력 u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 Tu kx R B P x-= - = -   (29) 
 

4. 시뮬레이션 
 

4.1. 대상 잠수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대상 잠수체의 기본 제원 및 초기 
운항조건은 다음과 같다(Dumlu & Istefanopulos, 1995)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Submersible Body 

Item 값 
Advance Speed U  2 m/s 

Length L  87.12 m 
Height  D  12 m 
Mass m  2218 x 103 

Initial Depth 0H  15 m 
 
무차원화된 잠수체의 유체력 미계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Submersible Body 

Item 값 
'

wZ  -0.0110 
'

wZ &  -0.0075 
'

qZ  -0.0045 
'

wM  0.0030 
'

qM  -0.0025 
'

qM &  -0.0004 
'

BZd  -0.0025 
'

SZd  -0.0050 
'

BMd  0.0005 
'

SMd  -0.0025 
 
 



4.2. 불규칙파 생성 
 

ITTC(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spectrum을 
이용하여 불규칙파를 생성하였다.  
 
( )

3 2

5 2 4

8.1 10 3.11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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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æ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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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ø
 (30) 

 
유의파고는 3m로 하였다. 식 (5)와 (6)의 계산에 의해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를 구해보면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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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Wave Force & Moment 
Fig. 2에서의 파에 의한 2차 힘은 오직 음의 값만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앞 서 언급했듯이 앞 서 언급했듯이 이 
힘이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차 
모멘트가 0인 이유는 피치각 q 을 0으로 두었기 때문이며, 
잠수체를 이용한 심도제어 시뮬레이션에서는 피치각이 
실시간으로 변하여 힘이 나타나게 된다.  
 

4.2. 외란관측기를 이용한 결과비교 
 
 외란관측기를 이용한 제어기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심도유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잠수체의 초기 
운항심도는 10m이며, 시뮬레이션 시간은 100초이다. Fig. 
3은 제어기와 외란관측기 모두를 사용하지 않은 open-loop 
결과이다.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면으로 올라가다가 시뮬레이션 시간 약 70초에서 수면에 
접근하여 신호가 발산했다. Fig. 4와 Fig. 5는 제어기 
피드백을 사용한 상태에서, 외란관측기 사용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각 상태와 제어입력을 나타낸다. 두 
결과를 비교해보면 외란관측기를 사용하는 경우 더 정확한 
제어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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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Closed loop time response of the state with LQR 
controller and disturbance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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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Closed loop time response of the control input with 
LQR controller and disturbance observer 



4. 결 론 
 

본 논문은 외란관측기를 이용하여 수면 근처에서 
운항하는 잠수체의 강건한 제어기법을 제시하였다. 잠수체의 
운동방정식을 모델링하고, 상태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상태방정식상에서 파에 의한 힘과 모멘트, 유체입자에 의한 
영향 그리고 심도에 따른 유체력 변화를 상태방정식의 
불확실성으로 정의하고, 남은 부분을 모델링이 된 
공칭모델로 정의하였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란관측기를 설계하였고, 공칭모델을 활용하여 LQR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대상잠수체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외란관측기와 제어기를 
함게 사용하는 것이 제어기의 성능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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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랑의 입사에 따른 제두부 괴모드에 한 연구

A Study on Failure Modes at the Head of Rubble Mound Structures by 

Directional Waves

김홍진1, 류청로2

1. 서   론

우리나라의 사석방 제의 주된 괴원인은 하계에

서 추계로 이어지는 시기의 열 이동성 기압에 의한 

“태풍”에 의한 피해가 빈도와 강도의 측면에서 가장 크

며, 그 경로와 이동특성에 따라 시공간 인 사석구조물

의 피해특성도 달라진다. 

특히  장 피해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분의 

사석경사제의 피해는 제두부 혹은 굴곡부에서 발생하

고 있으며, 간혹 지형  구조 인 향으로 제간부에

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분의 피해는 술한 제

두부와 굴곡부이다. 

제두부의 괴는 작용하는 랑의 에 지와 작용시

간의 문제와 같은 단면 괴와는 달리 방향성이라는 외

력  구조물의 공간벡터 요소가 추가 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 입사 향  반사 향, 정상 역과 쇄 , 이 모

든 것이 제두부 혹은 곡률을 달리하는 굴곡부에서 동시

에 발생하게 되므로 그 향과 피해는 더욱 증 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두부에서의 방향성 랑의 

내습과 제두부에 피복석 안정성에 한 수리학  특성

을 피복석 기 괴 치와 지속시간에 따른 괴의 발

달 그리고 제두부 주 의 유속분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사석경사제 제두부의 표 인 괴기구는 다음의 

세 가지 기구로 정리할 수 있다.

       …
 ∇…
  …

 

(1)

  여기서, FD는 괴의 함수, T는 입사 랑의 주기, 

H는 입사 고, k는 수, Kr은 반사계수, Wa는 피복

석의 량, α
w
는 제두부로 입사하는 향, B는 이안제

의 폭, ▽는 피복석의 형상계수, i는 사면의 경사, f는 

면 마찰계수 D 50
은 기부 면 모래의 통과 량백분

율이 50%인 입경, V는 유속이다. 각 항들이 체 괴

에 미치는 크기는 서로 다르다. f w은 주로 입사하는 

랑의 력에 해 직 으로 반응하는 경우이고, f b
은 사면상에서 랑의 쇄 로 인한 기구이며, f s은 반

복되는 외력에 의해 장기 인 기부세굴의 기구이다.

  각 향인자들은 제두부의 괴 모드에 종합 으로 

향을 다. 그리고 부분의 제두부 괴는 기 

괴에 의한 피복석 유실에 의해 제체의 괴가 시작되

며, 시작된 제두부의 괴는 인근한 피복석의 유실과 

내부사석의 흡출 그리고 제체의 괴에 이르게 된다. 

입사 랑조건에 따른 기 괴 치의 측과 기

괴이후 괴의 발달은 제두부 안정성에서 요한 문제

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술한 제두부의 괴모드

를 제두부 주 의 유속분포를 통해 확인하고, 입사하는 

랑에 따른 제두부 피복석의 기 괴 치의 발생 특

성과 지속시간을 고려한 괴의 발달특성을 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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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두부 안정성실험

2.1 실험조건
  실험의 목 은 방향성 입사 랑조건에 한 사석경

사제 제두부에서 피복석 괴의 시․공간 인 특성을 

기 괴 치와 괴의 발달을 통해 악하고자 하

다.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다.

랑조건은 크게 일방향규칙  (Uni-directional 

regular wave)조건을 사용하 으며, 규칙 의 경우 쇄

한계를 심으로 하여 비쇄 조건의 랑을 용하

고, 입사 향은 제체부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α = 

90° 향을 사용하 다. 여기서 α는 랑의 진행해 가

는 방향이 아니라, 제두부의 앙으로 진행해 오는 

랑의 방향이다. 목표스펙트럼은 JONSWAP 스펙트럼

을 사용하 다. 그리고 구조물의 설치 수심을 15 cm로 

하 고 1:1.5 경사의 사면에 피복석은 Tetrapod로 피복

되어 있으며 량은 18 g이고, core 사석은 5～10 g의 

사석을 사용하 다. 면은 고정상으로 설치하 으며, 

실험은 천단을 높게 설치한 무월 조건이고, 이안제 제

두부에서의 공간 인 괴기구를 표 하기 한 실험

의 좌표계는 Fig. 1과 같다. Tetrapod는 재효과를 최

소화하기 해 기부측의 하단부터 76개, 제일 상단에 

12개로 정 두발걸이 2층 쌓기로 20단 재하여 총 

1680개의 Tetrapod를 제두부에 재하 다. 그리고 구

조물의 치는 다방향 불규칙 의 조  유효 역인 조

 면의 6m지 에 제두부의 심을 설치하 다. 

 그림하단의 제두부의 좌표는 본 연구에서 제두부의 

기 괴 역을 한 좌표계이며, 기존의 단순한 제두

부의 크기를 논의했던 제두부 기구 (Sumer, 1997)와는 

달리 제두부의 정수면을 따라 좌표를 결정함으로써 수

심과 제두부의 경사에 의해 발생되는 변수를 하나의 

라메터로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두부를 연행하는 

좌표는 아래와 같다.

Fig. 1. Coordinate system.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Conditions
Physical

parameters
Value

Wave
conditions

Uni
directional 
Regular 
wave

H (cm) 6～8

T (sec) 0.7～1.5

direction 
(deg)

60, 90

Multi
directional
Irregular 
wave

H 1/3
 (cm) 6～8

T 1/3
 (sec) 1.0, 1.5, 2.0

Target 
spectrum

JONSWAP

Structure conditions
(non-overtopping)

Armor
Tetrapod
(20 g)

Core
Riprap

(5-10 g)

Slope 1 : 1.5

Depth (toe) 15 cm

Bottom conditions Slope 1 : 40

Test time
wave 

number
500




                                                                 (2)

여기서 는 제두부의 정수면에 연한 제두부의 폭

이며, 는 제두부 정수면을 연행하는 변수이며 라디안

이다. 는 제두부의 정수면을 따라 진행하는   값에 

의한 변수로 0일 경우 구조물의 면, 1일 경우 구조물

의 배후로 표 되어 수 으로 제두부 정수면에서 

치 표 이 가능하다. 

3. 제두부 피복석 파괴모드

2.1 파괴모드
구조물 면으로 입사하는 랑은 제두부 사면에서 

굴 하여 정수면 부근을 연행하면서 진행하고, 입사하

는 랑에 한 쳐내림은 다시 제두부에서 굴   제

두부의 하방향으로 하강하며 피복석을 괴시킨다. 이

때 진행하는 랑은 쇄 되게 되며 기 괴를 야기한

다. 이 치는 정수면을 연행하는 랑의 규모와 구조

물의 형상에 따라 다름 발달을 보인다.

술한 결과를 통해서 제두부 괴는 기 괴 발생

역에서의 방호가 요하며, 입사 랑과 구조물의 

계를 통해서 구조물의 기 괴 역에 한 측이 가

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에서는 다양한 불

규칙  입사제원에 따른 기 괴 역에 한 실험을 



 

     a) /12          b) 4/12 

    c) 7/12         d) 10/12 
Fig. 2. Failure modes of armor unit failure on the head.

실시하여 Fig. 2와 같은 기피해 역에 한  입사

랑과의 계를 확인 하 다. Fig. 3은 입사 랑조건을 

로 나타내었으며, 에 한 기 괴 역을 화상 측 

자료를 통해 결정하 다. Table 2는 에 한 기

괴 역의 범 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는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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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제두부에 용되는 쇄 지수, 는 구

조물의 경사, 는 입사유의 고,  는 제두부로 

입사하는 천해 피크주기의 장이다. 일반 으로 는 

사면상으로 입사하는 랑의 쇄 형테를 규정하고 있

으나, 제두부 실험결과 사면상의 쇄 가 제두부형상 즉 

사면의 경사와 입사 랑의 제원에 의해 크게 향받고 

있음을 생각할 때 제두부 안정성에 한 의 도입은 정

수면 좌표계인 와 함께 제두부 괴기구를 설명하는 

유용한 무차원 라메터가 될 것이다. 

  체 으로 가 증가할수록 기피해 역의 의 

값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비

쇄  조건이므로 입사하는 고에 의한 면 입사 역

의 괴는 제체부의 단면안정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

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Fig. 4는 Table 2에서 나타난 결과를 그래 로 와 

에 해 나타낸 것이며, 값은 면입사 역에서는 0

에서 시작하여 배후면에서는 1로 근하며 간 역에

서는 증가하는 그래  형태를 보이는 Sinusoidal 곡선

에 해 최소자승법으로 3 parameters 회귀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그림에 도시하 다.

Table 2. Initial failure location with 




(Min.)


(Max.)


(Mean)

Initial 
failed 
area

(Min. °)

Initial 
failed 
area

(Max. °)

Initial 
failed 
area

(Mean. °)

2.49 0.39 0.50 0.44 180 70 90

3.32 0.56 0.67 0.61 180 100 120

3.18 0.44 0.56 0.50 180 80 100

3.39 0.61 0.67 0.64 180 110 120

3.04 0.44 0.56 0.50 180 80 100

3.13 0.39 0.56 0.47 180 70 100

3.16 0.44 0.50 0.47 180 80 90

3.20 0.50 0.56 0.53 180 90 100

2.61 0.44 0.61 0.53 180 80 110

2.68 0.50 0.56 0.53 180 90 100

2.70 0.44 0.56 0.50 180 80 100

3.02 0.28 0.39 0.33 180 50 70

식은 다음과 같다. 

   
 



                      (4)

  의 곡선은 배후면에서 1로 근하는 특성을 가진다. 

Fig. 3. Distributions of initial failure area, breakpoint 
area and standing area.



ξ

2.4 2.6 2.8 3.0 3.2 3.4 3.6

r h

0.2

0.3

0.4

0.5

0.6

0.7

Min. failed armor area
Max. failed armor area
Mean failed armor area
0.8743(1-exp(-0.2230ξ0.7614))

Fig. 4. Variations of initial failure location with .

4.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제두부에서의 피복석의 

기 피해발생과 최종 괴 역으로의 발달에 한 괴

모드에 해 확인하 다 세부 인 연구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사석경사제 제두부 피복석의 괴는 제두부로 입

사하는 랑의 변형에의해 입사 랑의 굴 과 반사

의 굴 이 첩되면서 쇄 를 야기하며 피복석의 피해

를 증 시킨다.

2. 제두부 주 의 유속분포는 랑의 진행에 따라 정

상 인 분포를 보이지만 사면상 쇄 에 의한 유속증가

는 구조물 배후 쪽에서 크게 발생하며 배후면의 지형변

동에 향을 다.

3. 제두부의 기 괴 치와 최종 괴 치를 검토

하여 제두부 피복석의 피해모드를 확인하었으며 기

괴 치의 산정을 해    의 제두부 정수

면 부근의 원주 라메터를 도입하여 피복석 기 괴

치에 한 산정식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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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귀포 외항방 제는 2012년 8월에 내습한 태풍 볼

라벤(201215)의 향으로 설계 고 9.3m를 과하는 

높은 유의 고가 오랜시간 지속 으로 작용하여, 72t  

TTP 2,300여개가 유실되었고, 상치 콘크리트  외항방

제 배후에 있는 폭 30m, 길이 286m의 하역장 간 부

분에 균열이 생겼다. 한 외항방 제 배후에 치하고 

있는 하역장의 포장구간도 상당 부분 손되는 큰 피해

가 발생하 다((주) 엔지니어링 (2012)).

서귀포 외항방 제와 같이 방 제 내측에 안벽이 조

성된 경우, 방 제 제체를 투과하는 랑은 안벽의 

도, 활동에 향을 미치며, 배후 포장구간의 손을 유

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을 것이다. 과거에도 

압에 련된 실험 인 연구와 수치 인 연구는 꾸

히 진행되어왔다. 국내의 경우에는 인식 등(1993)이 

수리실험을 통해서 유공 이슨 혼성제와 무공 이슨 

혼성제의 압  양압력의 분포 특성과 안정성에 하

여 비교 분석한 바가 있으며, 김도삼 등(2000)은 마운드

식  혼성제의 직립부 면 압과 면 양압력에 한 

수치실험을 통하여 Goda의 이론식과 비교․분석한 사

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 외항방 제 배후면의 피해 원

인을 살펴보기 해 2차원 수치 동수로모형인 CAD- 

MAS-Surf를 이용하여 외항방 제 배후 안벽 내측과 포

장구간 면에 작용하는 압  양압력을 계산하고 실

험  이론치와 검증 결과를 재확인 하 다. 한 방

제를 투과하여 작용하는 압과 양압력을 이기 한 

책안으로서 제체내부에 차수그라우 을 용하여 그

라우  근입 깊이에 따른 압  양압력 변화를 수치실

험을 통해 비교․분석하 다.  

2. 수치실험

2.1 지배방정식
유체를 2차원 비압축성의 성유체로 가정하면 기

방정식은 연속방정식 식(1)과 porous모델에 확장한 

Navier-Stokes의 운동방정식 식(2), 식(3)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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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모형의 자세한 내용은 수치 동수로의 연구․

개발(2001)에 개재되어있다.

2.2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 사용한 모형의 검증은 수치 동수로의 연

구․개발(2001)에서 수행하 던 수리실험과 수치실험

의 비교검증 자료를 인용하 다. 투과 랑에 의한 압

분포의 검증을 해서 사석마운드식 혼성제의 직립부 

면에 작용하는 압분포를 상으로 하여 검증이 실

시되었다. 수리실험은 Fig. 1에서와 같이 직립부 면 3

에서의 압을 측정하 다. 수치실험의 경우도 동일

한 조건으로 실시되었으며, 제체 기 의 사석층에 해

서는 공극률 0.3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의 결과는 

입사 고(H)를 사용하여 무차원화 하 다. Fig. 2에서

는 직립부 면의 3   첫 번째 에서 압 시계열의 

실험값과 계산 값을 비교하 으며, Fig. 3은 압분포로

서 3 에서의 실험값과 계산 값 외에 Goda의 이론식을 

추가하여 비교하 다. 시계열의 경우 계산 값이 실험값

에 비해서 극값이 약간씩 크게 계산되었지만, 실험값과 

계산 값이 비교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압

분포의 경우 Goda의 이론식에 비해서 실험값과 계산 

값 모두 작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실험값과 계산 값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모형을 

통해 계산된  투과성 랑에 의한 압 값과 실험값이 

비교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본 수치모형이 물리

상을 잘 재  한다고 단된다.

Table 1. 실험안 별 격자구성도 및 실험조건

Fig. 1. 실험의 모형 제원 및 파압측정 위치(단위: )

Fig. 2. 측정파압과 계산파압의 시계열 비교

Fig. 3. 측정파압과 계산파압의 파압분포 비교

2.3 수치실험방법 
수치 실험은 서귀포항의 외항방 제 피해단면과 추

후 용하고자 하는 계획단면을 1:1크기로 재 하 다. 

실험에 사용되어진 랑은 볼라벤 추산 ((주) 엔

지니어링 (2013))로서 유의 고 11.0m, 주기 14.9 의 

랑을 단순 로 간주하여 실험제원으로 사용하 으

며, 격자의 구성은 계산시간의 단축과 상 구조물의 

형상을 명확히 표 하기 해서 가변격자를 사용하

고 구조물  제체 피복블록, 제체사석부  매립토의 

공극률을 각각의 물리  특성에 따라서 0.2~0.5를 용

하 다. 격자의 구성은 Fig. 4에 나타내었으며, 압의 

계산 치는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 제 배후의 

포장구간 면과 안벽 내측의 총 10개의 격자 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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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압을 계산 하 다. 계산간격은 1.0×10-3~0.5  

범 로 자동 계산하 으며, 총 600  동안 약 30 를 조

하여, 처음 입사되는 5개의 랑을 제외하고 25개의 

를 상으로 하여 0.5  간격으로 시계열 자료를 정

리하 다. 실험안은 투과 랑의 차단에 따른 압의 변

화를 보기 해서 기존 피해단면, 계획단면(피해복구단

면)에서 그라우 이 없는 경우, 4m, 8m 그라우 으로 

근입깊이를 변화시켜 총 4Case에 하여 수행하 으

며, 각 Case별 격자구성도  그  외 실험조건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3. 수치실험 결과

실험의 각 Case별 결과는 계산된 시계열을 분석하여 

각 측 별 시계열  25개의 랑에 한 평균 압을 정

리하 다. 여기서 평균 압은 주기별 최 압을 평균

한 것이다.

Case별로 피해단면과 계획단면의 평균 압을 비교

해 보면 피해단면의 경우가 계획단면의 경우보다 30%

가량 큰 압을 나타내었다. 이는 시계열 분석결과 피

해단면의 경우 계획단면에 비해 사면경사가 하고 상

으로 짧은 소 구간으로 인하여, 더 큰 충격압

(Impulse Pressure)이 발생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 차수그라우 이 없는 경우와 4m의 차수그라우

을 하 을 경우 안벽에서의 압 크기를 비교하여보면, 

그 차이가 약 5%로 압 감 효과가 미미하지만 8m그

라우 의 경우 그라우 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약 20%정

도의 압 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포장구간 면 양

압력의 경우 그라우 이 없는 경우에 비해 4m 그라우

의 경우 18%의 양압력 감효과를 보 고, 8m 그라

우 의 경우도 30%의 양압력 감효과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봤을 때, 그라우 의 효과는 안벽의 압을 

이는 것 보다 포장구간의 양압력을 이는데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벽과 포장구간에 작용하는 

압분포를 각 Case별로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안벽 및 포장 구간에 작용하는 파압분포
(a)포장구간

 (b) 안벽

4. 안정성 분석

계획단면에서 그라우  효과에 따른 안정성 분석을 

해서 수치계산을 통해 얻어진 압결과와 식(4), 식

(5)를 이용하여 안벽에 작용하는 압에 의한 활동  

도에 한 안정성 분석을 하 고, 식(6)을 이용하여 

포장자 에 한 양압력의 크기를 비교하여 포장구간

에 한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 다.  




≥                                                (4)
    

    


≥                                                  (5)

     




≥                                                            (6)

   
 식에서 는 구조물과 면사이의 마찰계수로서 

0.5~0.7사이의 값을 사용 하는 것이 일반 이다. 는 

수 에 잠겨있는 구조물의 정수자 , 와 는 각각 

양압력과 양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력식 안벽에 작용하는 압을 계산하

므로 모두 0으로 하 다. 와는 각각 작용하는 압

의 합력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멘트이고, 는 방 제 

면의 후단에서 구조물 량의 작용 까지의 거리이

며, 는 안 율의 하한치로서 행 설계에서는 활동과 

도에 해서 모두 1.2의 값을 이용한다. 는 포장자

을 의미하며, 는 포장구간 면에 작용하는 양압

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압분포  사다리꼴 분포의 

경우는 삼각분포와 사각형분포형태로 나 어 계산하

다. 안벽의 제원은 폭 8m, 높이 16m, 천단고  4m인 벽

체구조물로 계산하 으며, 포장구간의 경우 0.6m두께

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가정하고 계산하 다. 기존 피해

단면과 계획단면의 그라우  효과에 따르는 안정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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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분석을 해서 기존 피해단면, 계획단면, 4m, 8m 그

라우 의 경우에 해서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2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의 선

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단면에 비해서 계획단면에 작용

하는 압이 감소하 으며, 그라우 의 근입 깊이가 깊

어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소하 다. 이에 따라 Fig. 5

의 실선에서 나타나듯이 안벽과 포장구간의 안 율은 

증가하 지만 안 율 기 치인 1.2를 만족하지는 못하

다. 참고로 면 그라우  깊이는 12m 이다.

Table 2. 안벽 및 포장구간 안정성 분석 결과

Fig. 5. 안벽 및 포장구간의 안전율 및 평균 파압 

5. 결 론

태풍 볼라벤 통과시 추산된 랑을 상으로 서귀포 외항

방 제의 기존 피해단면과 계획단면(피해복구단면)에 작용

하는 압의 크기를 계산하고, 차수그라우 의 근입 깊이에 

따른 압 감효과와 그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하기 하여 

CADMAS-Surf를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 다.

의 결과로 볼 때, 압과 양압력의 작용이 방 제 배후 

포장구간의 손에 직 인 원인으로 작용하 을 것으

로 사료된다. 한 안벽에 작용하는 압이 안벽의 활동 

 도를 야기시켜 안벽구간과 포장구간에 단차  이

격이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을 통해서 차수그라우 의 근입깊이가 깊어질수록 

압 감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 안벽의 압 감보다는 포장구간의 양압력을 이

는데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분석결과에서

는 8m 그라우 의 경우가 그라우 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지만, 안벽과 포장구간 모두 

안 율을 만족하지 못하 다. 

안정성 향상을 한 책으로서 

1) 포장두께를 증가 포장내구성을 증 시키는 방법 

2) 유공블럭을 설치하여 압을 감하는 방법 

3) 면 그라우 을 통해 투과 압을 차단하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하지만 포장자 에 8~10배 정도 되는 압

을 감하기 해서 포장두께를 증가시키기에는 경제

으로 불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공블럭 설치 한 압의 

감 효과는 있겠지만 이상고 랑에 의한 큰 압을 감

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방 제 

시공시 투과되는 랑에 의한 압을 면그라우 을 통

해 체 으로 차단하는 책이 배후지 포장구간  안벽

의 안정성을 증 시켜 배후지 피해를 이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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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Breakwaters damaged by scour(SQ엔지니어링).

파랑에 의한 파압 및 유속을 고려한 해양구조물 주변지반의 거동

Wave loading and flow velocity-induced behavior of seabed around coastal structure

강기천1, 백동진2, 김태형3, 김도삼4

 Gi-Chun Kang1, Dong-Jin Baek2, Tae-Hyung Kim3 and Do-Sam Kim4

1. 서 론
다양한 해안지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침식 및 세굴은 연안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요인이 복잡

하게 작용하여 연안지역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5). 이러한 침식 및 세굴

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연안 및 해안에서의 각종 개발

사업과 연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사업과 관련

된 주요 원인으로는 항만 및 어항 등과 같은 인공구조물의 

건설, 무분별한 골재채취 및 준설토유용, 배후지개발 등을 

들 수 있다. 기후특성, 강풍과 태풍, 파랑의 변화, 해수면 상

승 등 해양환경변화도 개발사업과 아울러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해저지반과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해저지반에 액

상화가 주로 발생하고, 이러한 해저지반에서 액상화 발생

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침하, 전도 및 붕괴의 피해가 발생한

다. 그러므로 구조물과 지반부가 접하는 부분에서 지반의 

거동성 평가가 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3차원수치파동수로를 불규칙파동장으로 확장한 수

치해석법으로부터 지반부 및 구조물 전면, 상부 및 하부에

서 파력 및 유속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반수치해석에 적

용하여 과잉간극수압의 증가로 인한 해저지반에서 유효응

력의 감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지반내의 과잉간극수압

이 증가하여 유효응력이 0이 되거나 0에 근접할 때 세굴이 

발생한다. 이러한 세굴이 전단력의 유무에 따른 구조물의 

전면지반부에 미치는 영향을 2차원유효응력해석을 바탕으

로 한 유한요소법을 통하여 평가한다. 

2. 수치해석이론의 개요

2.1 3D-NIT모델의 개요

비압축성의 점성유체에 대한 복잡한 자유수면을 효과

적으로 수치모의할 수 있는 VOF법이 제안된 이후, 자유

수면을 취급하는 많은 학문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VOF법은 쇄파과정 및 쇄

파후의 파형변형특성을 수치적으로 재현할 수 있어 해안

공학분야에서도 VOF법을 활용한 수치모델이 많이 사용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VOF법은 자유수면형

만을 모의하는 기법이므로 이를 해안공학분야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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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파랑의 전달과 반사를 정확하게 모의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무반사조건을 포함한 경계조건 및 수치조파

법과 결부되어야 한다. 이것이 수치파동수조로 불리고, 
VOF법을 활용한 수치파동수조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DIT, 2001).
  3D-NIT모델은 기존의 2D-NIT(Two-Dimensional Numerical 
Irregular wave Tank)모델의 계산수법을 3차원으로 확장

한 것으로, 자유표면의 해석모델에 VOF법을, 난류해석

에는  모델을 각각 적용하였고, 기초방정식은 3차원비압

축성의 점성유체를 대상으로 한 연속식 및 Navier-Stokes
방정식을 PBM (Porous Body Model; 榊山 등, 1990)에 근

거하여 확장한 다음의 식 (1)~(4)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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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시간, 는 수평방향좌표, 는 연직방향좌

표, 는 방향의 유속성분, 는 유체밀도, 는 

압력, 는 분자동점성계수 와 와점성계수 의 합, 
는 중력가속도, 는 체적공극율, 는 방향

의 면적공극율, 는 경계에서 반사파의 제어를 

위해 설치한 스폰지층에서의 에너지감쇠계수, 
는 해석영역내의 조파를 위한 소스항, 
는 구조물로부터 받는 관성력효과를 나타낸 파라미터로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5)

여기서, 은 관성력계수, 는 투과층에서의 

저항력으로 식 (6)과 같이 주어진다.

  







  







  







(6)

여기서, 는 항력계수, 는 방향의 격

자간격이다.

2.2 해저지반 해석모델
해저지반은  다중전단메커니즘을 이용한 2차원 유효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Iai et al., 1992a). 이 모델의 원형고정경계

는 전단변형영역과 무한개의 가상스프링 경계의 연결로 정

의되는 이동절점으로 나타내며 각 스프링은 다양한 방향을 

가지는 실제 단순 전단메커니즘 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흙의 

탄소성 응력-변형율 관계를 잘 모사 할 수 있다. 
각 스프링의 힘과 변위 관계는 쌍곡선 형태의 하중-변위관

계를 따른다. 원의 중심에서 이동점 변위는 외력에 의해 발

생한 전단변형을 나타내며 점에 작용외력의 결과로써 흙에 

발생하는 전단응력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평면변형상태에

서 유효응력과 변형벡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7)

구성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8)

여기서 ′는 유효응력, 은 변형률, ′는 유효응력증

분, 는 변형률증분, 는 다일러턴시에 따른 체적변

형률증분, K는 반력계수, 
 은 접선전단계수를 나타낸다.

과잉간극수압은 반복적인 전단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흙

의 체적변형과 간극률 및 간극수의 체적 탄성계수와의 관계

로 계산되고 (+)정의 다일러턴시의 영향은 Iai et al. (1992)에 

의해 제안된 액상화 프론트(Liquefaction Front)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전단에 의해 흙의 유효응력이 감소에 의해 발생하

는 액상화 거동을 재현할 수 있다.

3. 수치해석
다음의 Fig. 1과 같이 수심 20m의 규칙파동장에 설치된 

해양구조물을 대상으로 파력 및 유속을 산정하였다. 수치

해석에 적용한 규칙파의 주기는 T=7.5sec, 파고 H=3.5m이

다. Fig. 2는 지반해석프로그램에 적용한 파압산정위치와 전

단력 산정위치, 구조물 침하량 산정 위치 N1과 N2, 모래지반 

요소의 과잉간극수압비의 변동요소 E1, E2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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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sketch of the numerical wave tank.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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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wave pressure Applying shearing force

Fig. 2 Measurement point of wave preesure, shearing force, 
settlement(N1, N2), excess porewater pressure ratio(E1, E2).

3.1 파압의 산정
동적해석에서 구조물 제체의 절점에서 파압을 산정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3D-NIT를 이용하여 산정된 실시

간 파압을 절점에 대하여 파압시계열 을 지반해석시 외력

으로써 사용하였다. Fig. 3의 파압은 파압이 가장 크게 산정

된 정수면부의 파압을 대표로 정수압을 제외한 동수압만을 

나타낸 것이다. 파압데이터는 지반부, 마운드부 및 케이슨

의 모든 지점에 파압을 산정하여 지반해석에 적용하였다.

Fig. 3 Time history of wave pressure on the caisson point 1.

3.2 전단응력의 산정
  파랑에 의해 발생하는 유속은 해저면에서 전단성분으로

써 작용되며 유속과 전단응력과의 관계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김도삼, 2011). 

      (9)

여기서 τ =전단응력, µ =물의 점성계수, ν =물의 동점성계

수, Up =유속이다.  Fig.4의 그래프는 지반부의 대표적인 시

간이력 유속과 식 (9)로 산정된 전단응력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전단응력데이터는 구조물 전면 지반부 전체를 대상

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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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history of shea stress on the caisson point 2.

3.3 해저지반-해양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본 해석은 다중전단메카니즘(Iai et al., 1992)을 이용한 유

효응력해석을 기반으로 한 유한요소 해석법을 이용하였다. 
파랑하중 동적해석을 위해 3D-NIT를 이용하여 산정한 파

압을 지반-구조물 동적 거동에 대한 해석에 시간이력하중

으로 적용시켰다. 지반경계조건은 하부경계조건과 좌우경

계조건으로 나눈다. 하부경계조건으로는 수직·수평변위를 

구속 시켰으며 좌우경계조건으로는 수직변위만 허용시키

고 수평변위는 구속시켜 모델링 하였다.

3.3.1 반복 파랑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거동

Fig. 5는 케이슨 상단의 양끝 단에서 시간에 따른 수직 변

위량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지점인 N1, N2에서 시간에 따

른 침하량 곡선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며 N1은 8mm, N2는 

6mm정도 침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인 파랑에 의

해 케이슨 하부 선단의 해저지반의 강도 저하에 기인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Fig. 6은 지반수치해석의 결과로써 파압 

및 유속에 의한 전단력을 적용한 후 해저지반 및 케이슨의 

변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부지반

의 변형과 더불어 케이슨이 침하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변형으로 인해서 케이슨 하부의 선단부 해저지반의 변형이 

발행하였다. 

0 40 80 120 160 200
Time (sec)

-0.01

-0.008

-0.006

-0.004

-0.002

0

0.002

V
er

tic
al

 d
is

pl
ac

em
en

t o
f c

ai
ss

on
 (m

)

N1
N2

Fig. 5 Time history of settlement at N1 and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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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formation of caisson(×20 magnitude).

3.3.2 과잉간극수압비 및 유효응력 경로

Fig. 7은 E1, E2요소에서의 시간변화에 따른 과잉간극수

압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과잉간극수압비는 초기유효

응력(′)과 과잉간극수압()의 비(′)로써 나타 

낼 수 있다. 과잉간극수압비가 1인 경우가 지반의 액상화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케이슨의 외항측 해저지반

인 E1에서는 파압적용 후  약 130초 에 과잉간극수압비가 

0.6정도였고 파압과 더불어 전단력을 함께 고려한 경우는 

동시간대에서 거의 1.0을 상회하여 액상화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소 E1에서는 전단력의 고려 유무에 

대해서 동일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케이슨의 직

하에 위치하는 해저지반에는 그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Fig. 8은 200s 후 전체 해저지반 요소에서 과잉간극수압비

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b)의 전단력을 고려하였을 경우

이며 (a)와 비교하여 전면 지반부에서 과잉간극수압비가 

현저히 크게 발생하여 액상화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해저지반거동에 있어서 유속에 의한 전단력이 고려되

었을 때 케이슨 하부 전면의 지반에서는 액상화가 발생하

며 세굴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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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history of excess porewater pressure ratio i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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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inal distribution of excess porewater pressure ratio.

Fig. 9는 E2요소에서의 유속의 유무에 따른 중간주응력

의 효과를 무시한 평면변형률 조건에서 많이 사용하는 p', 
q' 좌표를 이용하여 유효응력경로를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반복적인 파랑에 의한 파압에 의해 해저

지반의 유효응력의 감소가 유발되어 Mohr-Coulomb파괴선

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파압과 더불어 유속에 

의한 전단력이 고려되었을 경우는 유효응력이 거의 “0”까
지 감소, 파괴선에 거의 근접하여 액상화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해저지반이 보다 쉽게 세굴의 가능성

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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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inal distribution of excess porewater pressure ratio.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D-NIT모델을 이용하여 규칙파 작용하

에 파압 및 유속으로부터 전단력을 산정하여 다중전단메카

니즘모델을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에 산정된 파압 및 유속에 

의한 전단력을 적용하였다. 전단력의 유무에 따른 해양구

조물의 주변지반의 거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력으로써 반복적인 파압에 의해 케이슨 하부지반의 

변형과 더불어 케이슨이 침하한 것을 알 수 있고 파압에 의

한 구조물의 진동으로 케이슨 하부의 선단부 해저지반의 

변형이 발행하였다.
2. 케이슨의 외항측 해저지반인 E1에서는 파압적용 후  

약 130초 에 과잉간극수압비가 0.6정도였고 파압과 더불어 

전단력을 함께 고려한 경우는 동시간대에서 거의 1.0을 상

회하여 액상화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련의 결과로부터 유속에 의한 전단력이 고려되었을 

때 케이슨 하부 전면의 해저지반이 액상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굴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태풍과 같은 고파랑이 적용되는 경우는 케이슨 하부 전

면에서의 보다 큰 지반강도 저하로 인해서 구조물의 진동

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구조물의 큰 침하 

및 전도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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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tests for Rakuna-IV’s armoring rubble 
mound breakwaters. A total of 51 cases were 
tested, which was used for the derivation of 
the stability formula. The major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he stability formula for Rakuna-IV is 
given by Eq. (1), which consists of plunging 
and surging formula. The critical surf 
similarity parameter at the transition from 
plunging to surging waves can be calculated by 
Eq. (2). 
(2) The stability coefficient for Rakuna-IV is 
estimated to be 11.3 for the structure of 
cot 1.5θ = . To determine more accurate 
stability coefficient, however, an additional 
experiment with increasing wave heights is 
necessary to find the wave height that initiates 
the damage of armor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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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results. 

Case Slope zT (s) sH (m) 0N  
Case Slope zT (s) sH (m) 0N  

1000N = 3000N = 1000N =  3000N =

1 1:4/3 1.088 0.095 0.07 0.15 27 1:1.5 1.532 0.152 0.01 0.22
2  1.113 0.087 0.01 0.01 28  1.476 0.137 0.15 0.29
3  1.097 0.089 0.01 0.15 29  1.49 0.116 0.01 0.01
4  1.181 0.111 0.15 0.36 30  2.037 0.188 1.6 4.64
5  1.131 0.102 0.01 0.01 31  2.1 0.172 0.58 2.18
6  1.192 0.115 0.15 0.22 32  1.944 0.162 0.07 0.29
7  1.176 0.106 0.01 0.15 33  1.895 0.142 0.07 0.15
8  1.131 0.089 0.01 0.01 34  1.743 0.128 0.01 0.01
9  1.572 0.157 0.65 8.63 35 1:2 1.214 0.113 0.07 0.15
10  1.499 0.151 0.44 1.23 36  1.193 0.102 0.01 0.01
11  1.444 0.139 0.22 0.8 37  1.134 0.088 0.01 0.01
12  1.389 0.12 0.15 0.29 38  1.533 0.175 1.96 10.95
13  1.367 0.103 0.01 0.01 39  1.502 0.184 1.74 10.23
14  2.035 0.178 7.54 11.02 40  1.453 0.182 1.52 3.77
15  1.987 0.164 0.22 5.8 41  1.354 0.114 0.01 0.01
16  1.979 0.151 0.07 0.51 42  1.762 0.145 0.87 2.83
17  2.025 0.134 0.07 0.29 43  1.729 0.142 1.02 2.47
18 1:1.5 1.179 0.124 0.07 0.22 44  1.709 0.143 0.15 0.73
19  1.177 0.121 0.01 0.01 45  1.629 0.136 0.15 0.29
20  1.128 0.108 0.01 0.01 46  1.576 0.124 0.07 0.07
21  1.329 0.155 0.22 0.94 47  2.059 0.174 2.1 5.66
22  1.255 0.133 0.07 0.07 48  2.004 0.16 0.65 1.52
23  1.378 0.155 0.29 1.09 49  1.956 0.149 0.44 1.45
24  1.333 0.142 0.22 0.29 50  1.894 0.132 0.07 0.15
25  1.288 0.124 0.22 0.29 51  1.733 0.121 0.07 0.15
26  1.659 0.205 0.22 0.44       

 



최 형상 부유구조체의 구조성능 검토

Structural Performance of Optimum Floating Structure

이두호1·정연주2·유 3·박민수4

부유구조체의 구조형식은 크게 폰툰형(Pontoon)과 반잠수식(Semi-submergib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폰

툰형은 부력 확보에 용이하고, 내부공간을 장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간단한 구조형식  경제성 등의 

장 에 따라 세계 으로 많이 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폰툰형은 측면이 폐쇄되어 랑의 충격 에 지를 

흡수할 수 없어, 랑에 의한 운동과 단면력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이와 같은 폰툰형 부유구조

체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이두호 등(2012)은 폰툰형 부유구조체의 운동 감 효과를 하여 반잠수식

의 Air Gap을 도입한 하이 리드형 부유구조체를 제안하 으며, 운동 감효과에 하여 검증하 다. 하

지만 하이 리드 부유구조체의 경우 부력확보  단면력 검토에 있어 폰툰형 부유구조체에 비해 단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최  형상 부유구조체 검토를 하여 240m(길이)×240m(폭)×14m(높이)의 3가지 형상 콘

크리트 부유구조체에 하여, 운동  구조성능 검토를 수행하 다. 해양 환경조건은 수심이 35m인 천해

역을 상으로 하 으며, 랑하 은 천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기 5s~15s의 50가지 랑하 에 하

여 부유구조체의 운동을 검토하 다. 랑 입사각은 상 부유구조체가 정사각형 임을 고려하여 0°, 45°

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랑하  하에서 부유구조체의 운동특성에 한 검토를 

하여 계류시스템은 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유구조체의 운동검토를 수행한 후 가장 큰 운동을 발

생시키는 랑주기에 하여 각각의 부유구조체의 구조성능 검토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유구조체의 운동을 검토한 결과 하이 리드형과 폰툰형을 결합한 

콤비네이션 부유구조체에서 반 으로 운동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콤비네이션 부유구조

체의 외곽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 리드 단 모듈이 소 제 역할을 함으로 인해 운동이 감소되는 것으

로 단된다. 한, 동일 랑하 에 한 부유구조체의 구조성능에서도 콤비테이션 부유구조체의 하부스

래 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반 으로 작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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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콘크리트의 천단고에 따른 사석경사제 피복석의 안정성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Rip-rap stability of Rubble mound breakwater by crest 

height of Cap concrete

최진휴1, 김홍진2, 류청로3

 Jin-Hyu Choi1,Hong-Jin Kim 2 and Cheong-Ro Ryu3

1. 서론

사석 경사제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해안 구조물 

의 형식 의 하나로 소규모 어항  수심이 비교  얕

은 해역에 시공되며, 국내 해안 구조물의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최근 해양 외력환경의 극 화에 따른 사

석경사제의 괴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안정

성과  련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사석 경사제의 안정성에 한 기존 연구는 기의 

Irribaren (1938), Hudson(1959), Ahrens(1975) 등에 의

해 수행되었는데,  규칙 를 상으로 한 이들 연구 결

과에서 소 블럭의 량산정식인 Hudson의 식(CERC, 

1984)이 해안구조물 설계시에 범용 으로 사용되어왔

다. 이후 Van der Meer (1988) 등은 단면수리모형실험

을 통해 피복석의 안정성 공식을 제안하 다. 

국내의 경우 일반 으로 사석 경사제는 면이 

Tetrapod로 피복되어 있고 마운드의 상부에 상치 콘크

리트가 설치된 형식으로 시공되고 있다. 따라서 무한사

면을 상으로 한 기존의 Hudson 식과 Van der Meer 

식을 국내 장의 사석 경사제에 용함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의 사석경사제를 상으로 

한 안정성 공식의 검토를 하기 한  단계로 기존의 

Hudson 식과 Van der Meer공식을 수리모형실험을통

해 검토하여 설계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기존 피복석 중량안정공식의 검토

2.1 Hudson 식
재 국내의 항만설계기 에서 사석방 제의 피복

석에 한 안정 량에 한 설계시에 Hudson식을 사

용하고 있고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은 사석 는 블록의 안정에 필요한 최소

질량()이고 은 사석 는 블록의 도( )이며 

은 사석 는 블록의 해수에 한 비 이다. 한 

는 안정계산에 사용하는 고()이고 는 피복재의 

형상, 경사 는 피해율 등에 의해 결정되는 계수(안정

수)이다. 이때 안정수는 고 에 해서 필요한 피복

재의 크기( 표직경)와 직 인 계가 있다. 즉, 표

직경을    


로 하고,∆    로 

해서 식 (1)에 입하면 

∆                                  (2)

으로 보다 간단한 식이 되어 고와 직경은 비례하고 

∆가 비례상수가 된다.

피복석이나 블록의 소요질량은 고와 피복재의 

도, 안정수 에 의해서 변하지만 치는 구조물의 

특성, 피복재의 특성, 의 특성 등의 향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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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이다.

한 Hudson식은 다음과 같이 표 가능하다.


                                   (3)

이때 는 사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고 는 

주로 피복재의 형상 는 피해율 등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상수이다. Hudson식은 범 한 실내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한 지 사용실 도 많으므로 사면피

복재의 소요질량은 허드슨식에 의해 산정해 왔다. 

Table 1은 미국의 육군해안공학연구센터(C.E.R.C)가 

제안한 피복석의 값을 나타낸다(C.E.M 2004). 사석

과 테트라포드에 한 값으로 사석은 매끈하고 둥

근 사석과 거칠고 모가 있는 사석의 값을 나타내고 있

으며, n의 값은 층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사석의 값

에 비해 테트라포드의 경우 그 값이 2 ∼ 3배 큰 값을 나

타내고 있다.

Armor n Placement
Breaking

waves
Nonbreaking 

waves
-values

s
t
o
n
e

Smooth 
rounded

2 Random 1.2 2.4

>3 Random 1.6 3.2

Rough 
angular

2 Random 2.0 4.0

>3 Random 2.2 4.5

Tetrapod 2 Random 7.0 8.0

Table 1. Comp  number of riprap(C.E.M 2004).

2.2 Van der Meer 식
Van der Meer는 1987년에 천단고가 높은 경사제의 

사면피복석에 한 체계 인 실험을 실시하고 사면경

사뿐 아니라 형경사나 의 수, 그리고 피해의 정도

를 고려하는 다음과 같은 안정계수를 제안하고 있다. 

단, 다음 식은 Van der Meer식 에서 과확률이 2%

인 고 를 로 치환하여 계산이 편리하도록 

약간 변경한 것이다.

                           (4)

  
  

 
          (5)

  
   


    (6)

여기서  , 은 쇄 , 쇄기 에 한 안정계수

이고, 은 Iribaren 수이며, 은 형경사, 는 심

해 장이다.

3. 피복석 안정성 수리모형실험

3.1 실험조건 및 방법
본 연구는 부경 학교 해양수리실험소에 치한 2차

원 조 수로에서 수행되었고  수조는 폭 1.0 m, 높이 1.0 

m, 길이 35.0 m이다. 단면수로에는 기서보피스톤식 

조 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규칙   불규칙 를 조

할 수 있고 최 수심 0.7 m, 최 고 0.3 m, 주기 0.3∼

3.0 sec 의 랑을 재 할 수 있으며, 1방향 규칙   불

규칙 를 조 할 수 있다. 수로 내에서 구조물설치로 

인한 반사 와 조 에서 발생하는 재반사를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 단면수로는 수로 폭 1.0 m를 폭 0.5 

m의 2구간으로 분할하 다. 분할된 수로에서 단면모형

은 면 폭 0.5 m의 수로에 설치하여 제반 자료를 취득

하고, 후면 폭 0.5 m의 수로에서는 입사 의 설정  보

정을 수행한다. 단면수로는 주기와 고를 연속 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설치되어 있으며, 면 앙 25.0 m 

구간을 강화유리로 처리하여 실험장면 찰이 용이하

도록 되어있다.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이 크게 구조물의 조건, 입

사 랑의 조건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구조물은 1:1.5 경

사를 갖는 사석방 제로 면이 20g의 TTP로 피복되어 

있고 월 를 허용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면을 연장하

다. 

일정실험 랑의 조건은 실험수심이 25 cm 이고 형

경사(H/L)가 0.005 ∼ 0.08 의 범 를 갖는 불규칙 를 

사용하 다. 목표스펙트럼은 JONSWAP 스펙트럼으로 

불규칙  신호를 작성하 으며, 계측 스펙트럼과의 비

교를 통해 랑의 재 성을 확인하 다. 각 실험은 태

풍의 지속시간에 해당하는 3시간동안 수행되었다.

본 실험은 입사 랑에 따른 사석방 제 피복석의 안

정성을 악하는데 그 목 이 있으므로 조 수로의 측

면과 상부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괴를 분석하

다. 

Fig 1. Scene of experiment



Parameters Value

Structure
Conditions

Slope angle 1:1.5 

Crest height Nonovertopping

Tetrapod(g) 12 ∼72

Wave
Conditions
(Irregular 

wave)

 (cm) 1 ～ 15

 (sec) 0.6 ～ 1.8

Spectrum JONSWAP

Depth(cm) 25

Duration time(min) 18

Bottom
Conditions

Smooth

Slope 1:30

Table 1.Experimental conditions.

3.2 파괴의 정의 및 파괴율의 산정
사석방 제의 안정성의 평가를 해 정량 인 괴

와 괴율의 정의는 매우 요하다. 괴는 피복석(블

록)의 크기만큼의 이동 즉, 기 설치 치를 벗어난 피

복석(블록)을 괴라고 정하고 체 피복석의 수에 

한 이동한 피복석의 백분율을 괴율로 정의한다

(CERC,1984). 일반 인 괴율은 다음 식과 같다.

   
   

×               (7)

피복석(블록)의 괴에 한 연구로는 에서 제시

한 정의를 일반 으로 용하나 Ryu (1984), Bruun 

(1985) 그리고 Van der Meer (1988)의 경우 입사하는 

고에 한 연직 역을 상 역으로 하 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Ryu (1984)와 Bruun (1985) 그리고 

Van der Meer (1988)의 연구에서 용된 입사 고의 

양과 음의 연직 역을 상피해 역으로 결정하고, 

상 역내에서 피복재의 크기만큼 이동한 경우를 괴

라고 정의하 다. 

 
      

   
×   (8)

각 실험안에 하여 괴를 측할 때 수로내의 측면

으로부터 10cm의 역은 측면에 의한 교란 역으로 

측되었으므로 수로내의 좌우 측면효과를 무시하기 

해서 각 측면으로부터 10cm 역은 검토 상에서 제외

하 다. 안정성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1단계는 

실험시 측자에 의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 에 

비한 화상야장을 이용하여 수리 상을 기입하고 2단

계는 장된 화상을 동 상화하여 시청․재검토하

다.  한 안정성실험에 있어서 기 랑  최종 랑

의 입사시 단면의 교란이 상 으로 크므로 이를 고려

하기 해 구조물 면에 스크린을 이용하여 제어하

다.

4. 결과분석 및 기존의 안정공식검토

Fig. 2는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 쇄 지수와 안정수

에 따른 각 실험 조건에서의 피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Van der meer가 수행한 연구결과의 경우 쇄 지

수가 2 <  < 7의 범 를 갖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는 태풍 내습시 국내 해안구조물에 작용하는 랑조건

에 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쇄 지수가 3<<5의 범

를 갖는다. Ryu(1984)의 사석 안정성 실험결과와 비교

를 해 사석과 테트라포드의 값을 고려하여 결과

를 환산한 결과 좋은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고별 허용

량과 Hudson 공식을 이용한 량을 나타내고 있다. 

Hudson 공식의 경우 고가 8 m인 랑에 한 안

량이 45 ton이고 고 10 m인 랑에 한 안 량

Fig 2. Results of experiments(Damage rates(%))

Fig 3. Comparison with Hudson's formula



이 90 ton인 반면 실험결과 고 8 m의 조건에서 안

량이 40 ton 이고 고 10m의 조건에서 72 ton으로 

나타났다. Hudson 공식을 통한 계산값이 실험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석방 제 피복석의 안정성에 한 

기존의 량산정공식을 검토를 한 기 인 연구로 

2차원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와 기존의 

Hudson 식을 통한 계산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고

가 5 m 이하인 범 에서 Hudson 공식을 사용한 계산

결과와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 다. 2) 고가 5 m 이상

인 범 에서 실험을 통한 안정 량에 비해 Hudson 공

식을 사용한 안 량은 높은 값을 나타냈고 고가 증

가함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

구의 결과를 통해 고가 높은 범 에서 Hudson 식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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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랑에 의한 이슨식 방 제 보강구조체의 외력특성

External Force Characteristics of Caisson Breakwater Reinforced Structure 

by High Wave

송 훈1, 이 호2, 이상웅3

Kwanghoon Song1, Yonghao Li2 and Sangwoong Lee3

1. 서론

최근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설계  상향으로 재 

많은 기존 방 제의 보강  마루높이 증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 방 제의 보강공법은 크게 

소 재로 항외측을 보강하여 압을 감소시키는 방법

과 보강구조체로 항내측을 보강하여 수동 항을 증가

시키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항내측 직립부 보강시에는 

사석  블록의 활동 항에 의한 보강방법의 기존 연구

결과는 제시되어 있으나 보강체에 의한 기존 이슨 

향, 보강체 자체에 한 외력특성에 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내측 수동 항 증

가를 한 보강구조체 설계시 기존의 방 제 구조물을 

통해 보강체에 달되는 외력 특성  완충체를 통한 

기존 이슨  보강 구조체에 달되는 하 에 한 

달 매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 다. 일반 인 단면수

리모형실험을 통해 실제 구조물을 1/50 스 일로 축소 

제작한 보강구조체 후면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뒤채움 

폭의 변화에 따른 력이 보강체에 달되는 심도별 수

평외력을 계측하 으며, 동일조건별 2차원 FEM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계측결과와 상호 비교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항만  어항 설계기 」에서 

제시한 기존방 제 보강방법과 이슨을 통해 보강구

조체에 달되는 외력특성을 분석하여 보다 안정 이

고 경제 인 보강구조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방향

을 제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2. 기존 연구

이토(伊藤) 등3)은 제체배후의 콘크리트블록 는 쇄석

의 활동 항에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결

과 쇄석 보강체의 경우 높이 a는 직립부높이 h의 1/3이상, 
마루폭 b는 높이 a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블록 보강체

의 경우 블록을 3단이상 치하도록 제안하 다. 이 경우

에 다음과 같은 임시 인 활동 항식을 제시하 다.
 (µ1W1+R) / P ≥ 1.2                                                   (1)

여기서,
 P : 직립부에 작용하는 수평력 (kN/m)
W1 : 직립부의 정수  수 량 - 양압력 (kN/m)
µ1 : 직립부와 사석기 부의 마찰계수

R : 보강체의 활동 항력 (kN/m)
보강체의 활동 항력 R은 Fig 1.과 같은 방법으로 구

할 수 있다.

Fig 1. 보강구조체의 활동저항면

① 쇄석의 활동 항력

 R = WS tan(θ+ø)                                                    (2)
여기서,

WS : 최상단 피복층을 제외한 활동면  상부 사석의 

        수 량 (kN/m)
 θ  : 활동면 경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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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  tan-1 µ2 (∘)  (µ2는 쇄석과 쇄석간의 마찰계수)
θ를 시행착오법으로 변화시켜 구한 R의 최소치가 활

동 항력이다.

② 콘크리트블록의 활동 항력

            R = µ2 Ws                                                         (3)
여기서,
WS : 최상단의 콘크리트 블록을 제외한 수 량 (kN/m)
µ2 : 콘크리트 블록과 쇄석기 간의 마찰계수

이토(伊藤) 등3)의 제체배후에 콘크리트블록 는 쇄

석 활동 항식을 검증하기 하여 아카츠카(赤塚)4) 등

은 보강된 방 제의 활동 항력에 하여 정압력실험 

 랑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 보강체의 항력 

R은 보강체 콘크리트블록 는 쇄석의 수 량을 W2

로 하면 R=μ2W2로 표시할 수 있고, 여기서 μ2는 콘크리

트블록인 경우 0.45, 사석인 경우 1.1로 제시하 다. 단, 

이러한  μ2 값은 고 H가 제체수심 h의 0.5배, 즉 복

 작용시의 실험에 근거하여 수행한 결과이다. 

다 다(竹田)5)등은 쇄 에서 력 작용시 콘크리

트블록 는 쇄석에 의한 이슨식 혼성제의 보강효과

에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고수심비 H/h가 

클수록 보강체의 항계수 μ2 =R/W2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항계수 μ2식

을 제시하 다.

① 콘크리트블록의 경우 

μ2=0.4+0.2(H/h-0.5)                                            (4)
② 쇄석의 경우

 μ2=0.9+0.2(H/h-0.5)                                           (5)

기존 방 제 보강방법에 한 연구를 분석하면 활동

항을 한 보강방법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보강구조체의 거동특성을 분석하여  

보강구조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한 외력특성을 분

석하고자 하 다.

3. 수리모형실험

3.1 단면수로 및 조파기
단면수리모형실험은 폭 1.0m, 높이 1.2m, 길이 36m

의 수로에서 수행되었으며, 단면수로에는 기서보 피

스톤식 조 기가 설치되어 있고 규칙   불규칙 를 

조 할 수 있다. 한 주기와 고를 연속 으로 변화

시킬수 있게 설치되어 있으며, 면 30m 구간을 강화유

리로 처리하여 실험장면 찰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조  면에 용량식 고계가 부착되어 있어 고

계에서 독취된 자료를 바탕으로 반사  흡수식 제어가 

가능하고, 수로 양쪽 끝 부분에는 여러 겹의 다공성 구

조로 형성된 소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Table 1. 단면수로 및 조파기 특성
구 분 단면수로 및 장비

수로제원 36m(L)× 1.0m(W)× 1.2m(H)

조파기
성능

조파판크기 0.995m(W) × 1.28m(H)
최대 발생가능파고 ±0.15m

재현가능주기 0.5-4s
최대수심 0.8m
구동방법 전기서보 피스톤식

3.2 기존케이슨 안정성 실험
보강구조체에 달되는 외력특성을 분석하기 하

여 상태에서 실제 구조물 크기의 1/50의 스 일로 수

리모형실험을 수행한 결과 설계  내습시 Fig 2.와 같이 

이슨 직립벽이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 다.

현재상태 실험전 설계파 내습시(활동발생)

Fig 2. 단면안정성 수리모형실험

3.3 증가응력 계측방법 및 절차
상태의 이슨이 설계  내습시 활동함에 따라 신

규 보강구조체에 달되는 외력이 발생함을 알수 있다. 

이에 달외력의 특성을 악하고자 Fig 3.과 같이 보강

단면에 토압계가 설치된 고정벽체를 설치하여 뒷채움 

폭의 변화에 따른 수평응력 증가분을 계측하 다.

고정벽체 설치 증가응력 계측
Fig 3. 증가응력 계획 실험

뒷채움사석의 보강폭을 5m, 10m, 12m 조건에 하

여 토압계를 이용한  수평응력 증가분을 계측하 다. 

토압계는 Fig4.와 같이 최 용량 200kPa 제품을 사용하

으며, 고정벽체는 10mm의 투명아크릴을 이용하여 

박스형태로 제작하 다. 토압계 설치지 은 두께 

30mm의 아크릴 으로 보강하여 벽체 변 에 의한 오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으며 고정벽체의 변  방지



를 해 5개의 격실로 구분하여 고정벽체의 역할을 하

도록 계획하 다.

· 모델명 : GW-2K
· RANGE : 200kPa
· RATED OUTPUT :
  1mV/V(2,000×10-6)

Fig 4. 계측기 규격 및 사양,  고정벽체 사진

실험순서는 모형제작  거치, 계측기가 설치된 고정

벽체 설치, 고정벽체 모래채움, 뒷채움 시공, 충수  

압작용 순이며, 설계 압 조건에서 약 30분간 계측을 

수행하 다. Fig 3은  증가응력 계측 실험 장면이다.

4. 실험결과 분석

우선 실험 CASE별로 측정된 심도별 계측자료의 회

귀분석을 통해 압작용으로 증가된 평균 수평응력을 

산정하 으며, 심도별 평균 수평응력 증가분을 뒷채움 

폭별로 분석하여 뒷채움 거리에 따른 수평응력 증가 경

향을 분석하 다. 각 CASE별 심도별 압에 의한 수평

응력 증가경향을 분석한 결과 심도가 깊어질수록 수평

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반 으로 뒷

채움 폭이 증가됨에 따라 압에 의한 수평응력 증가

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뒷채움 폭 5m와 10m

의 실험결과 뒷채움 폭이 1m 증가됨에 따라 수평응력 

증가분은 뒷채움 폭 5m의 수평응력 증가분 비 약 

7.6kPa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으며,  뒷채움 폭 10m와 

12m의 실험결과 뒷채움 폭이 1m 증가됨에 따라 수평

응력 증가분은 뒷채움 폭 10m의 수평응력 증가분 비 

약 3.6kPa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벽체거리별 수평응력 증가분
구 분 거리별 수평응력 증가분(kPa)

5m 10m 12m
DL(+) 3.44m 38.5 10.3 3.8
DL(+) 1.44m 50.0 12.0 6.3
DL(-) 1.06m 51.0 14.8 12.4
DL(-) 3.56m 65.6 18.7 14.6
DL(-) 6.06m 66.6 25.0 13.8
DL(-) 8.56m 64.2 28.0 15.2

평균증가응력 56.0 18.1 11.0

(a)  뒷채움폭 : 5m

(b) 뒷채움폭 : 10m

(c) 뒷채움폭 : 12m

Fig 5. 뒷채움폭에서  따른 심도별 수평응력 증가분

이러한 결과로부터 압으로 인한 뒷채움 구간의 수평

응력 증가분은 일정거리까지 크게 발생하다가 이하구간

에서는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5. 수치해석에 의한 실험결과 검증

5.1 해석조건
뒷채움 폭에 따라 증가된 수평응력 계측결과의 신뢰

성 검증을 하여 실험과 동일한 조건의 2차원 FEM 수

치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비교검증을 실시하

다. 해석 로그램은 범용 지반해석 로그램인 MIDAS 

- GTS 2D를 사용하 으며, 해석시 뒷채움재인 사석은 

탄소성모델을 용하 다. Fig 6.은 해석모델도이다.

Fig 6. 해석모델도



하부 지반의 변형으로 인한 응력변화 경향을 제외한 

보다 정확한 압으로 인한 수평응력 증가 향을 분석

하고자 하부지반은 연암조건을 용하 다. 한 수리

모형실험조건과 동일한 뒷채움 사석 폭 5m, 10m, 12m 

조건을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5.2 해석결과
수치해석에 의한 각 CASE의 심도별 압에 의한 수

평응력 증가경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심도가 

깊어질수록 수평응력이 증가하다가 기 사석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뒷채움 폭 5m와 10m의 해석결과 뒷채움 폭이 1m 증

가됨에 따라 수평응력 증가분은 뒷채움 폭 5m의 수평응

력 증가분 비 약 6.1kPa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뒷채움 폭이 10m와 12m의 해석결과 뒷채움 폭이 1m 

증가됨에 따라 수평응력 증가분은 약 1.98kPa씩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비교결과 Fig 7. 과 같이 압으로 인한 증가응

력은 계측  수치해석 값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일 조

건에서 비교  비슷한 범 의 값으로 나타났다.

수치해석으로 구한 값이 계측값보다 다소 크게 나타

나므로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시 압에 의한 달 하

은 수치결과를 반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Table 3.  뒷채움폭(5, 10, 12m)별 연직 및 수평응력도
뒷채움폭 초기상태 파압시

5m

10m

12m

Fig 7. 수리실험 계측값과 수치 해석값의 결과

6. 결론

수리모형실험  수치해석 결과 동일 뒤채움 폭에서 

달되는 수평외력의 크기는 수치해석결과가 실험결

과보다 약 1.28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뒷채움 폭이 증가됨에 따라 수평응력 증가분은 

폭5m에서는 지속 으로 증가하다가 폭 12m에서는 그 

증가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안정 인 보강구조물 계획을 해서는 하  달이 

뚜렷한 구간에서는 그 달 외력특성을 보강구조체에 추

가 인 하 으로 용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수리모형실험과 2차원 FEM해석으

로 보강구조체에 달되는 하 을 산정함으로써 안

측의 보강단면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보강 설계시에는 추가 인 해석  실험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 한 외력 달 매커니즘의 특성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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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 제의 구조형식 변천에 한 고찰

Recent Trend of Structural Type of Breakwaters in Korea

홍 근1, 강윤구2, 강신 3, 류청로4

 Keun Hong1, Yoon-goo Kang2, Sinjung Kang3 and Cheong-Ro Ryu4

1. 서   론

방 제는 항내 정온도 확보  시설물 보호를 해 

최외곽에서 랑을 막는 구조물로서 월 량과 변

(혹은 괴)를 일부 허용하는 표 인 구조물이다. 

방 제는 고, 수심 그리고 연약지반 심도의 증가에 

따라 공사비가 격히 증 하는 특성 때문에 방 제

의 기능설정과 설계 의 재 빈도 설정,  한 피해

율과 유지보수･보강 등을 고려함으로써 구조물의 생

애기간 동안의 총비용(LCC)에 한 최 화가 다른 

어느 구조물보다 요하게 요구되는 구조물이다. 

한 최근 우리나라의 항만구조물의 설계상의 문제

 지 과 함께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나 

형 태풍 내습이 빈번해지는 등 구조물의 내구수명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내습 랑의 불확정 요소가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방 제 기능의 유

효성, LCC 등을 포함한 방 제의 성능조사를 통한 구

조형식과 마루높이 결정의 요함이 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방 제의 구조형식 변천

과정을 정리·고찰함으로써 향후 방 제 계획시 지속

가능성이 뛰어난 구조형식의 선정 등에 도움이 되고

자 한다.

2. 방파제 구조형식의 변천

2.1 경사식 방파제
  우리나라 방 제 단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에 수심이 낮고 랑이 크지 않은 곳은 사석을 이용한 

경사식 방 제가 부분이었다. 사석을 피복재로 이

용하는 경우는 량의 한계 때문에 량을 크게 할 수 

있는 인공 콘크리트 블럭(소 블럭)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 블럭은 1960년도 에 삼각추 

블록이나 ATB (Arch-Tribar)를 용하 다(정태욱, 

2011). 이후 TTP(TetraPod, 1949년 랑스에서 개

발)가 도입되면서 사석경사제의 설치 치가 고가 

큰 해역으로 확  가능하게 되었고, 재도 TTP를 피

복한 형식이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사비 감차원에서 이슨 등을 

이용한 직립식의 형식이 채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방 제 구조형식 변천에 해

서는 직립식 방 제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 직립식 방파제
  우리나라에 건설된 직립식 방 제 사례의 일부를 

Table 1에 정리하 다. 방 제의 구조형식은 1945년 

이 , 1960년  이후의 경제성장기, 그리고 1995년 

이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Table 2는 이 에서 건설후에 규모 보강공사가 이

루어진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 1945년 이전

우리나라에서 본격 인 방 제 정비는 1920년 일

본의 조선총독부 내무부 토목과에서 우리나라 주요 항

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한 부산항과 동해∙묵호

항 묵호방 제이다.

부산항에서는 1920년~1927년에 내항남방 제 

711m가, 1935년~1940년에 내항북방 제 480m가 축

조되었다. 이  내항남방 제는 직립제 방 제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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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곳으로 구조형식은 블럭을 이용한 직립식(블럭

식 혼성제)이다. 이 곳은 지반이 연약하여 일부 설 모

래치환 공법을 용하 으나 시공  14m까지 침하가 

발생하 다. 그 책으로 내·외측을 사석으로 넓은 

Berm을 조성하고 마루높이는 (+)2.9m로 시공하 다.

동해∙묵호항의 묵호방 제는 우리나라 최 의 이

슨식 방 제로 축조된 사례이다. 이곳은 1929

년~1930년에 먼  210m의 사석경사제 형식으로 최

로 자연해안에 축조되었다. 이후 1937년~1940년

에 500m의 이슨혼성제(7m×7m×13.8m)가 시공

되었고, 1945년까지 마루높이 (+)2.7m, 마루폭 

7.0m, 연장 893m의 방 제가 완공되었다. 

(2) 1960년~1995년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항

만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포항신항은 포항종합제철공장의 지원항만으로 

1968년~1972년에 방 제 2,812m를 축조하 다. 설

계 고는 5.0m이고, 구조형식은 이슨혼성제로서 마

루높이 (+)4.0m, 마루폭 15.0m의 비교  형의 

이슨을 용하 다.

동해･묵호항은 사업지구 체가 모래지반 해안으로 

육지부분을 굴착하여 조성한 굴입식 항만이다. 동해

방 제는 1974년~1980년에 북방 제 1,860m와 남

방 제 630m를 축조하 다. 설계 고가 8.4m로서 당

시로서는 최 이었고, 마루높이 (+)5.5m, 마루폭 

20m의 이슨 혼성제를 채택하 다.

부산항 북항 조도방 제와 오륙도방 제는 신선

부두를 확장하기 해 부산항 북항 외곽에 설치한 방

제로서 1986년~1991년에 연장 1,704m가 축조되

었다. 설계 고는 6.7m~7.4m이고, 단면형식은 이

슨혼성제로 마루높이 (+)6.0m, 마루폭은 20m이다.

울산항 동방 제는 태화강 하구에 치하고, 연약

층이 (-)45m까지 형성되어 있어, 심층혼합공법 의 

하나인 CDM공법(Cement Deep Mixing 공법)으로 

지반을 보강하 고, 단면형식은 이슨혼성제로서 

1989년~1991년에 연장 650m가 시공되었다.

(3) 1995년이후

이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해상물동량이 

격히 증 하 고, 국제 컨테이 선박의 형화 추세

에 따라 수심의 항만 확보 등 국제해운시장의 변화

에 부응하기 하여 부산항 신항 등 신항만 개발을 포

함하여 규모 항만이 개발되었다.

이 시기에 계획된 방 제의 단면형식은 부산항 신

항 방 제, 울산신항 앙방 제, 새만 신항 방 제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모두 이슨을 이용한 방 제

고, 일부 사업은 재 시공 에 있다.

이슨을 이용한 방 제는, 2001년 착공한 제주외

항 방 제, 2004년부터 시작한 울산신항의 남방 제

1·2공구와 북방 제1·2·3공구, 2009년부터 시작한 

일만신항만 방 제 등의 사업은 정부의 발주방법 변

경에 따라 안입찰과 설계시공일 입찰로 시행되었

다. 이 에서 울산신항 남방 제1공구는 이슨 면

에 소 블럭을 피복한 형식이다.

(4) 방파제 단면 보강 사례

방 제 단면 보강 사례는 당  이슨혼성제로 시공

하 는데 운   항내정온도 미확보로 항만운 에 지

장이 있거나 구조물의 안 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방

제를 보강한 사례를 소개한다.

묵호방 제는 기존 이슨단면(마루높이 2.7m)에 

월 가 많이 발생하여 1976년~1978년에 연장 788m

구간의 이슨 외측에 마루높이 (+)5m까지 ATB블

럭으로 높이고, 쇄굴방지를 해 사석치환으로 단면

을 보강하 다.

동해방 제는 650m 구간에서 기존 이슨(마루높이 

5.5m) 외측에 사석 에  TTP (+)9.0m까지 피복하는 단

면으로  보강하 다.

부산항 감천항 방 제는 설계 고 5.8m, 연약층 두

께가 40m~50m로 매우 깊은 곳에 설치한 이슨 혼성

식 방 제이다. 동방 제는 1979년~1985년에 연장 

500m에 해 마루높이는 (+)5.0m, 지반은 (-)28m

까지만 일부 설 모래치환 공법으로 보강하여 시공하

다. 서방 제는 1985년~1991년에 연장 650m에 

해 (-)35.8m까지의 연약층 일부를 설 모래치환 공

법으로 개량하고, 마루높이는 (+)6.0m로 시공하 다. 

이후 항내 부진동에 의해 하역작업에 지장이 커서 항내

정온도 확보를 하여 2011년 면 해역에 남방 제 

350m를 추가로 축조하고, 기존 동·서 방 제는 마루높

이를 각각 4.5m와 4.0m를 증고하고, 내측으로 제체 폭

을 확장하여 재 시공  에 있다.

이 외에도 부산항 조도･오륙도방 제가 심해설계

의 증 에 따른 피해 우려 때문에 보강을 한 용역을 

시행 에 있다.

3. 방파제 구조형식 분석 

  일반 으로 방 제의 단면형식은 설치수심  설

계 고 증가에 따라 이슨을 이용한 구조형식으로 

바 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이후에 설계된 수심 방 제는 부분이 이슨 혼



성제로 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슨 혼성제로 건

설된 방 제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면을 ATB나 

TTP 등의 소 블럭으로 피복하여 보강하거나, 감

천항 동·서방 제와 같이 이슨 내측에 이슨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강하는 사례도 있다.

1995년 이후에 용된 이슨의 구조형상은 반원

형, 곡면형, 돌출형 그리고 벌집형 등으로 다양하게 

용되어 왔다. 한 이 시기의 이슨은 모두 Slit을 설

치한 소 형 이슨이라는 특징이 있다. 

Slit형 이슨은 1961년 Jarlan에 의해 다공질 이

슨이 최 로 제안된 이래 일본에서 활발하게 용되

어 왔다. 

Table 1. 우리나라 방파제 케이슨 단면 설계 및  시공 사례
항별 사업명(사업량) 사업기간

지반조건 설계조건 구조형식 마루높이
상대마루높이

수심 지반 파랑 조위 설계조위 제체 상치 지반 설계조위 조위기준파고 주기

부산항
내항남방파제(711m) 1920~1927 (-)10.0 연약층(15m) 2.41) - 1.36 1.36 블럭직립 직립식 모래치환 (+)2.9 0.651)

내항북방파제(481m) 1935~1940 (-)10.0 연약층(15m) 2.41) - 1.36 1.36 블럭직립 직립식 모래치환 (+)2.9 0.651)

동해묵호항 묵호방파(500m) 1937~1945 (-)10m 모래 3.81) - 0.2 0.2 케이슨직립 직립식 - (+)2.7 0.651)
포항신항 북방파제 1968~1972 (-)15m 모래 5.0m 10.0 0.25 0.25 케이슨직립 다단식 - (+)4.0 0.75 0.75

동해묵호항 동해북방파제(1,860m) 1974~1980 (-)15.0m 모래 8.4m 14.0 0.36 0.36 케이슨직립 직립식 - (+)5.5 0.61 0.61
부산항(감천항)

동방파제(500m) 1979~1985 (-)16.0m 연약층 5.8m 12.0 1.22 1.22 케이슨직립 직립식 모래치환 (+)5.0 0.65 0.65
서방파제(650m) 1985~1991 (-)17.0m 연약층 5.8m 12.0 1.22 1.22 케이슨직립 직립식 모래치환 (+)6.0 0.82 0.82

부산항 조도오륙도방파제(1,704m) 1986~1991 (-)21.5m 연약층 6.7~7.4 15.0 1.50 1.50 케이슨직립 직립식 모래치환 (+)6.0 0.61 0.61
울산항 동방파제(650m) 1989 (-)21.5m 연약층 6.7 13.0 0.60 0.60 케이슨직립 경사식 사석치환 (+)6.5 0.88 0.88
제주외항 서방파제(500m) 2001~2007 (-)22.0 모래 6.7~7.0 11.0 2.83 3.83 케이슨직립(곡면Slit) 곡면형 - (+)10.8 1.00 1.14

울산신항

남방파제1(1,000m) 2004~2009 (-)25.5 연약층(15m) 6.5 11.0 0.66 1.20 소파블록피복케이슨 계단형 준설치환 (+)8.0 1.05 1.13
남방파제2(1,100m) 2004~2009 (-)26.0 연약층(25m) 6.5 11.0 0.66 1.20 케이슨직립(open Slit) 계단형 DCM(540m) (+)8.5 1.12 1.21
북방파제1(550m) 2008~2011 (-)20.0 연약층(33m) 8.7 12.8 0.66 1.36 케이슨직립(양면형Slit) 소파형곡면 DCM (+)9.1 0.89 0.97
북방파제2(650m) 2009~2012 (-)20.7 연약층(40m) 8.6 12.9 0.66 1.36 케이슨직립(벌집형Slit) 다단계 DCM (+)9.5 0.95 1.03
북방파제3(1,000m) 2011 (-)20.0 연약층(50m) 8.6 13.3 0.66 1.36 케이슨직립(곡면형Slit) 사면식 DCM (+)10.0 1.01 1.09

 1)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의 설계 경향을 고려하여 상대마루높이를 0.65로 가정하고 추정한 설계파고임.
   

Table 2. 우리나라 방파제 케이슨 단면 시공 후 보강 사례

항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
기간

지반조건 설계조건 구조형식 마루
높이

상대마루높이
수심 지반 파랑 조위 설계

조위 제체 상치 지반 설계
조위

조위
기준파고 주기

동해묵
호항

묵호방파제(500m) 1937~1945 (-)13 모래 3.81) 0.2 0.2 케이슨직립제 직립식 - (+)2.7 0.651)

보강(788m) 1976~1978 (-)10 모래 7.1 11.1 0.2 0.5 ATB(13t) 직립식 - (+)5.0 0.63 0.68
동해묵
호항

동해북방파제 1974~1980 (-)15 모래 8.4 14.0 0.36 0.36 케이슨직립제 직립식 - (+)5.5 0.61 0.61
보강(650m) 1985~1990 (-)15 모래 7.4 14.0 0.39 0.39 T.T.P(40t) 직립식 - (+)9.0 1.16 1.16

부산항
(감천)

동서방파제
(1150m) 1979~1991 (-)16. 연약층

(40m) 5.8 12.0 1.22 1.22 케이슨직립제 직립식 모래치환 (+)5.0
(+)6.0 0.65 0.65

보강(1150m) 2011~현재 (-)16. 연약층
(40m) 10.3 15.0 1.44 2.11 케이슨내측 

케이슨보강 계단식 DCM (+)9.5
(+)10.0 0.72 0.78

남방파제 (신설)
(350m) 2011~현재 (-)19. 연약층 12.1 15.0 1.44 1.44 케이슨직립제

(open slit) 계단식 DCM
(-38m) (+)11.2 0.81 0.81



Fig 1. 항만의 해역별 설계파고 변화

Fig 2. 상대마루높이(=마루높이/설계파고) 변화 

우리나라에도 1990년도 반 이후 집 으로 반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Slit형 이슨은 일본의 경

우에 비해 상 으로 고가 큰 해역에서도 용되

고 있다. 그러나 고 랑 해역에서의 Slit형 이슨은 

부재 안 성에 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철근 부식에 의한 내구년한 제한 

등 유지보수  보강에 한 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 방파제 마루높이 분석

 Fig. 1과 Fig. 2는 Table 1에서 소개한 방 제에 

용된 설계 고와 상 마루높이의 변화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먼  해역별 항만의 설계 고는 증가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부산해역의 방 제는 고가 매우 

큰 곳에 계획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내습한 태풍의 

강도 증가가 설계  산정에 반 되었기 때문이며, 방

제의 건설 치도 고가 큰 해역에서 계획되었음을 의

미한다.

 설계 고에 응한 방 제의 상 인 마루높이를 

나타내는 상 마루높이 a(=마루높이/설계 고)는 강

윤구(2012)에서도 지 했듯이 1980년 까지는 략 

0.6정도로 용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반부터는 상 마루높이 a가 0.8~1.2로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설계 고가 높게 

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 마루높이도 동시에 상

향되었기 때문에 상 으로 공사비 증가가 동반된다. 

이에 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신항만사업 

등 수심 항만사업이 안이나 설계시공일 입찰방

식에 기인한다는 지 도 있다. 

 그리고 상 마루높이 상향은 부분이 항내정온도 

등 기능개선을 목 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 인 기능

개선에 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않고 단지 월

량 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상

마루높이 상향은 기 만큼의 성능개선보다는 공사

비 증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 마루높이 상향에 

따른 성능평가 등의 공학 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5. 결  론

   우리나라 항만의 방 제 건설사례를 조사하여 단

면형식의 변천과 단면형식의 특성, 마루높이의 변화 

등에 해 고찰하 다. 

   수심 해역에서의 방 제 단면형식은 부분 직

립제인 이슨혼성제 형식이 많다. 특히 2000년 이

후에는 Slit형 이슨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 랑 해역에서의 부재 안 성에 따른 내구성 문

제 등에 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이슨식 방 제는 시공후 이슨 면을 다시 소

블럭으로 피복하여 보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

다. 따라서 방 제의 단면형식 결정시에는 당  추

정된 설계 고를 과하는 랑 내습에 비한 안

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철근 부식으로 내구년한 단

축에 의한 유지보수·보강 등 LCC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뛰어난 단면형식의 계획이 요할 것이다.

   방 제의 상 마루높이도 높아지고 있으나 배후

에 미치는 기능개선, 경제성등의 성능평가가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고를 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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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식 항만 이슨의 2차원 조 수로 모형실험  랑유발 진동응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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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슨식 방 제를 포함한 기존의 항만시설은 10

년 이상 노후화된 구조물이 많고, 설계 랑이상의 극

한 랑 내습 시 재해 험에 노출되어 있다. 태풍 매

미와 태풍 볼라벤과 같이 설계외력 이상의 랑 내습 

시 동해·남해안의 방 제와 항만 안벽 등 여러 항만 

구조물의 괴와 기 지반의 침식 등이 빈번히 발생

하 다. 이와 련하여 일본을 비롯한 유럽지역에서

는 1990년 부터 직립형 방 제의 괴원인 분석  

손상발생 메커니즘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Oumeraci, 1994). 한. 이슨식 방 제의 진동응

답  동  안정 해석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Goda, 1994). 반면, 항만구조물의 실질 인 안정성 

평가에 한 연구는 드물다. 다만, 기 연구로서 고체

-유체 상호해석을 통한 이슨 구조물의 동  거동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두기 등, 2005). 한, 이소

 등(2009)은 가속도 계측을 통해 이슨 구조체의 

동 응답을 분석하 으며, 진동응답의 변화를 식별

하여 구조물의 건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 화 알고

리즘에 하여 연구하 다. 방 제 이슨의 장기

인 진동특성의 변화를 평가하기 해 이진학 등

(2012)은 10년 간격으로 수행된 부산 오륙도 방 제 

진동실험과 수치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실험  진동

모드추출 기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항만 이슨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에 

한 실험연구로서, 이슨 모형구조물을 상으로 2차

원 조 수로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랑유발 진동응

답을 분석하 다.  첫째, 모형 이슨의 주 수 역  

모드 역에 한 진동응답특성 분석 기법을 선정하

다. 둘째, 2차원 조 수로에 모형 이슨을 설치하

고 수 변화에 한 랑유발 진동응답 계측실험을 

수행하 다. 셋째, 랑유발 이슨 진동응답의 주

수 역  모드 역별 동 특성을 분석하 다. 

2. 진동응답분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진동응답의 주 수 역 

특성분석을 하여 신호의 노이즈 향을 최소화하

는 워스펙트럼 도(power spectral density, PSD)

를 사용하 다. PSD는 식 (1)과 같이 Welch의 방법을 

통해 계산된다. 

 
 




 
 (1)

여기서, Yi(f,T)는 등분된 i번째 가속도 신호의 FFT 결

과이다. 구조특성치의 변화는 구조응답의 변화를 야

기한다. 즉, PSD 분석을 통해 손상 는 경계조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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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한 구조응답의 주 수특성 변화를 볼 수 있다.

한, 모드 역 진동특성 분석을 하여 구조물에 

한 가진(입력) 외력에 한 계측 자료 없이, 단지 구

조물의 동  응답(출력) 자료만 사용하여 이슨 구

조물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는 기법을 선정하 다. 모

드특성치 추출기법  소요 해석시간이 짧고 정확도

가 높은 주 수 역분해법(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FDD)을 이용하 다. 주 수 역 분

해법은 계측된 구조응답(v)의 상호상 스펙트럼

(Svv)을 식 (2)와 같이 특이치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하여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추출한다. 

  
 (2)

여기서,  , 는 유니터리 행렬(unitary matrix) 행

렬이고, 는 특이 행렬(singular matrix)이다. 특이치

()의 피크가 발생하는 주 수가 구조계의 고유진동

수이며, 이 주 수에 해당하는 의 열벡터를 취하여 

모드형상 를 구할 수 있다.

3. 2차원 조파수로에서의 케이슨 진동응
답 계측실험

이슨 방 제의 모형실험을 하여 부산 오륙도 

방 제를 상으로 선정하 으며, 실물 이슨의 약 

1/60 축소모형을 제작하 다. 이슨 방 제의 실제 

설치조건을 모사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2차원 조

수로에 이슨 모형을 설치하 다. 모래를 이용하

여 기 마운드(foundation mound)를 구성하고, 자

갈로 기 마운드를 피복하 다. 다음으로 모형 이

슨과 상치콘크리트를 설치하고, 블록과 TTP 모형을 

설치하 다. 

실제 장조건에 한 이슨의 진동응답 특성의 

분석을 하여 다양한 수 조건에 한 실험 시나리

오를 구성하 다. 수  조건은 그림 1과 같이 최고조

(HWL, WL1), 최 조 (LWL, WL2), 최 조 –

2.2cm (WL3)를 고려하 다. 랑유발 진동특성의 비

교를 하여 모형 선박에 의한 충격가진 실험도 수행

하 으며 랑가진 시 용된 랑특성은 극치 랑

조건으로서 고 12.5cm, 주기 1.97s 이다. 

가속도응답의 계측을 하여 그림 2와 같이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 다. 이때의 가속도응답 계측시스템

은 가속도센서, 신호변환기, 터미 블록, DAQ 카드, 

랩탑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된 가속도계는 PCB사

의 393B04 모델로서 계측범  ±5g, 민감도 1V/g의 

특성을 지닌다. 실제 이슨 방 제 구조물에서 센서

의 설치가 가능한 치를 고려하 으며, 이슨의 강

체거동 추출을 하여 상치콘크리트의 4개 치에 

하여 각각 y-방향  z-방향의 가속도계를 설치하

다(Lee 등, 2012). 이때, 가속도응답의 샘 링주 수

는 500Hz이다.

 

(a) 이슨모형 실험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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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슨모형의 2차원 조 수로 실험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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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속도 센서의 설치 치  방향

4. 케이슨 모형의 진동응답 분석

이슨 모형의 진동실험을 통해 계측된 가속도응

답은 그림  3과 같으며, 최고수 (WL1)일 때 센서 1-y에



서 계측된 신호를 도시하 다. 충격가진에 의한 신호는 

형 인 임펄스 가진 응답을 보인다. 랑가진의 경우 

충격가진의 결과와 매우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랑의 주기 인 입사에 따라 가속도신호에서도 주기

인 형상이 나타났다. 가속도응답의 크기는 랑가진의 

경우, 0.1g 이하의 크기로 계측되었으며, 이는 충격가진

의 경우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임을 알 수 있다. 

이슨의 주 수 역 진동응답 분석을 하여 가속도응

답으로부터 식(1)을 이용하여 워스펙트럼을 추출하 다. 

이때 고려된 FFT 개수는 1024이며, 해상도는 0.4883Hz이

다. 그림 4에 워스펙트럼을 가진 방법별로 도시하 으며 

수 변화에 한 워스펙트럼을 비교하 다.

충격가진에 한 워스펙트럼의 경우, 0∼100Hz 

범 에서 2개의 뚜렷한 peak이 찰되었다. 첫 번째 

peak (Peak 1)의 경우, 17∼20Hz 범 에서 찰되었

으며, 수 가 하강함에 따라 peak 주 수가 감소하

다. 두 번째 peak(Peak 2)은 41∼45Hz 범 에서 찰

되었으며, 수 변화에 한 peak 주 수의 변화는 발

생하 지만 일정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Peak 1 

부근에서 유사모드에 한 것으로 추정되는 peak이 

찰되었다. 수 가 하강함에 따라 Peak 1의 크기와 

유사모드 peak의 크기 차이가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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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양한 수 조건에 한 워스펙트럼 도

반면, 랑가진의 경우 충격가진에 한 결과와 매

우 상이한 워스펙트럼 형상이 찰되었다. 50Hz이

내의 주 수 범 에서 여러 개의 peak이 발생하 다. 

이러한 peak은 이슨에 입사된 랑의 고, 주기 

특성과 쇄 특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

변화에 따른 peak 주 수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

으며, peak의 크기가 변화하 지만 그 패턴이 일정하

지 않다.

이슨의 모드 역 진동응답의 분석을 하여 

FDD기법으로부터 이슨의 고유진동수  모드형

상을 추출하 다. 그림 5는 식 (2)의 특이치행렬의 첫 

번째 열을 도시한 것이다. 최고수 (WL1)을 기 으

로, 모드 1은 17Hz, 모드 2는 42Hz 부근에서 찰되

었다. 충격가진의 경우 모드 1의 고유진동수가 수

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이 찰되었다. 반면, 

모드 2에서는 고유진동수의 변화가 발생하 지만 일

정한 패턴은 찰되지 않았다. 랑가진의 경우 수

변화에 한 고유진동수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수  차이에 비해 랑운동에 의해 발생한 동

인 수 변화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

료된다. 모드 1의 모드형상을 그림 6에 나타내었으며, 

모드 1과 모드 2의 모드형상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



다. 두 모드형상은 강체거동으로서 랑의 입사방향 

 충격가진 방향의 수평왕복거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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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양한 수 조건에 한 특이치 벡터 그래  

1, 4 2

z
  

1 2

4 3

x

y

 (a) YZ 평면 형상                       (b) XY 평면 형상

그림 6 이슨의 모드형상 (모드 1)

5. 결론

본 연구는 항만 이슨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에 한 

실험연구로서, 이슨 모형구조물을 상으로 2차원 

조 수로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랑유발 진동응답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첫째, 모형 이슨의 주 수 역 

 모드 역에 한 진동응답특성 분석 기법을 선정하

다. 둘째, 2차원 조 수로에 모형 이슨을 설치하고 

수 변화에 한 랑유발 진동응답 계측실험을 수행

하 다. 셋째, 랑유발 이슨 진동응답의 주 수 역 

 모드 역별 동 특성을 분석하 다. 충격가진에 

랑가진응답의 수 변화에 한 진동특성의 변화 패턴

분석 결과, 극한 랑조건의 경우 수  차이에 비해 

랑운동에 의해 발생한 동 인 수 변화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연구로서, 실제 해역의 수

  랑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랑조건에 

한 진동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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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거칠어진 해양환경에 한 항 외곽시설 보강기 에 한 연구 

About the reinforcement of design criteria of coastal defence system against 

the intensified sea state due to global warming 

조용 1, 최한림2, 염원기3, 홍창배4

 Yong Jun Cho1, Han Rim Choi2, Won Gi Yeom3, and Chang Bae Hong4

1. 서론

최근 속히 진행된 지구온난화로 해양환경은 그 유

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졌으며,  이러한 해

양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 기 운 되고 있는 항 외

곽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피복석층의 상당부분은 유실

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기 운 되고 있는 항 외곽

시설 보강은 화 을 다투는 요한 과제로 부상하 으

며, 일부에서는 이미 보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항 외곽시설의 보호를 해 거치되는 피복석 

양식으로는 TTP, Dolos, Tribar 등이 있으며 피복석 층 

괴의 상당부분은 휨 혹은 비틀림에 의해 야기되며 주

로 몸체에서 괴가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술한 

피복석들의 설계에 있어, 편이함의 추구로 인해 부분 

Hudson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Hudson식의 유도과

정을 통해 용 범 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Hudson식이 단색 

, 소규모의 실험에서 축 된 자료로부터 제시되었다

는 , 내습하는 랑의 주기 혹은 폭풍 지속시간이 간

과되었다는 , 월 와 구조물의 투수성이 고려되지 못

한 , 호안 구조물의 사면경사가 갖는 향을 설명하

기에는 cotα로는 힘겨워 보인다는 사실 등을 토 로 상

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인지되어왔다. 

Hudson 식에서 피복석 량은 설계 고, 사면 경사

각, 피복석 비 , 피복석 단 량에 의해 결정되며, 해

양환경과 거치과정에서의 불활실성은 안 계수를 통

해 간 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연안보

호교본은 고를 유의 고에서 H1/10로 상향 조정하

고 안정계수는 감소시키는 등 더욱 보수 인 입장을 취

한 바 있다. 이러한 보수  입장은 지나치게 무거운 피

복석의 차용을 야기 하고, 이미 해외시장 평가에서 우

리나라 설계안이 지나치게 보수 이라고 알려졌으며, 

지극히 보수 인 근은 종국에 항 요새화(要塞化)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먼  기존 피복석 설계

기 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 로 보다 합리  항 

외곽시설 보강 방법이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을 심으로 제시되며, 제시된 보강안에 한 검

증은 서울시립  연안수리 연구실에서 수행된 수리모

형실험을 통해 수행된다.   

2. 기존 설계기준에 대한 성찰 - 
Hudson과 Van der Meer를 중심으로 

2.1 Hudson formula 대 Van der Meer formula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Hudson Formula을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cot




                                      (1)

여기서 W는 단  피복석 량, SA는 피복석 비 , γA

는 피복석 단 량, α는 피복석층의 경사, KD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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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D for various armour unit

Armour unit Breaking 
wave

Non-Breaking 
wave

Quarry stone 3.5 4.0

Tetrapod 7.2 8.3

Tri-bar 9.0 10.4

Dolos 2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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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Sketch of the Run Length(j), Envelope
          Exceedance coefficient 

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미 공병  해안공학 연구센터에

서 추천하는 피복석별 KD 값은 Table 1에 정리하 다.

Table 1에 제시된 수치는 최근에 수행된 이차원 수리

모형실험결과에서 KD가 200-400 사이에 분포하는 경우

에도 이 다 할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하

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수치로 보인다. 이러한 보수  

근은 방 제를 따라서 고 변화가 상당할 경우 조성

되는 상이한 크기의 피복석으로 축조된 장갑층의 이음 

부, 측방변 , 단 부, 상치된 콘크리트와의 이음부 등

에서는 장갑층 내부보다는 상호결합력이 상당히 감소

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Van der Meer (1988)는 Thompson과 Shuttler 

(1975)의 기 작업에 기 하여 일련의 수리모형 실험

을 Delft Hydraulics에서 수행하 다. 이 실험은 다양한 

랑 조건과 장갑층/ 심부 투수 특성을 포함한 가장 

종합 인 실험으로, 수행과정에서 축 된 자료를 토

로 Van der Meer는 사면경사 1:1.5, 이렬 Tetrapod로 

구성된 장갑층에 해 다음과 같은 경험식을 제안하

다 (     ).

∆







 






                 (2)

1996년에 De Jong은    인 경우에 한 수정

식을 제안하여 Van der Meer (1988)식의 용범 를 

확 하 으며 

∆







 






                      (3)

 

이 후 식 (2), (3)은 구주지역에서 가장 신뢰하는 설계

기 으로 부상한다. 여기서 △=ρcon/ρwater-1는 피복석 

수 도, ρcon와 ρwater는 콘크리트와 해수 도, N은 폭

풍시 내습하는 랑수, Som은 형경사를 나타내며 각

각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 

 ×                  (4)

  
                                    (5)

여기서 Tm은 평균주기, HS는 유의 고를 각각 나타

낸다. 식 (2), (3)에서 Nod는 기 거치된 피복석 총수 

비 이탈된 피복석 비율을 나타낸다. Dn는 피복석 명목

직경으로 피복석 질량 M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6)

은 Surf similarity parameter혹은 Iribarren 수로 

알려진 쇄 역 자기상사 변량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

며

  












tan
                  (7)

여기서 α는 장갑층 경사를 나타낸다. 

 서울시립 에서 수행된 수리모형실험결과 피복석 

이격의 상당부분은 경사제 사면에서 진행되는 선행

랑의 down-rush로 피복석 기부 노출 후, 후행 랑이 

plunging형태의 쇄 로 거의 서다시피하며 장갑층에 

진입하는 경우에 발생하 다. 한 내습하는 랑수, 

상 으로 큰 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군 상도 상

당한 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단되지만 Van der 

Meer (1988)의 경우에는 군 상이, Hudson의 경우

에는 쇄 형태, 내습 랑 수, 군에 한 고려가 락

되었다. 

2.2 파군이 장갑층 파괴에 미치는 영향  
 불규칙 열에서 상 으로 랑이 연이어 발생하

는 군 상은 많은 연안재해를 야기할 수 있으나 군

상과 피복석 훼손 정도와의 상 계에 한 기의 

연구들은 서로 상이한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군 상에 한 정량화에 사용되는 개념은 평균 활주

거리, 군도, 포락선 과계수 등으로 별할 수 있는

데, Johnson 등 (1978), Burcharth (1979), Van der Meer 

와 Pilarczyk (1987) 등은 평균 활주거리, 군도를 심

으로 피복석 훼손정도와 군 상 간의 상 계에 

한 수리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성분을 분리하기 해 제안된 군도 

(Funke와 Mansard, 1979)는 수면변 ,  , 를 상으로 

하는 경우 왜곡된 값을 제공하며 스펙트럼 형태에 종속

한다(Hudspeth와 Medina, 1988). 따라서 술한 두 개



Fig. 3 Snapshot of Hoopo Harbor

Fig. 2 Reinforcement of rubble mound breakwater at
         Hoopo Harbor

의 개념 - 군도와 스펙트럼- 은 서로 종속하는 오류를 

지닌다. 이에 반해 군도는 스펙트럼의 형태와는 무

하다 (Medina와 Hudspeth, 1987). 

Medina 등(1990)은 사석 방 제의 안정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인자로 최  에 지 럭스를 지목하고 

이를 정량화하기 해 기상해일 내습시 임계 포락선을 

과하는  에 지라는 개념을 도입하 다. 포락선 

과계수,  , 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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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9)에서 H*는 기 설계 고, H[∙]는 Heaviside 

step 함수, E[∙]는 ensemble평균을 나타낸다. 포락선 

과계수 는 유의 고, 스펙트럼의 역폭 ν 혹은 첨

도 γ와는 무 한 물리량으로 기 설계 고 H*와 가

함수에 종속한다. 조 하려고 하는 스펙트럼이 동일

하더라도 수조에서 구 된 불규칙 랑은 서로 다른 

군특성, 최 고를 가진다. 최 고 Hmax는 경우에 

따라 피복층이 훼손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요한 인자

로 여겨지나 (Losada 와 Gimenez-Curto, 1981), Hmax가 

피복석의 설계단계에 활용되는 는 극히 드물다 (SPM 

1984). Eq. (8)에 정의된 포락선 과계수는 비교  큰 

랑이 연이어 내습하는 군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하

나의 방법으로 보이며, 가까운 장래에 기존 Van der 

Meer와 Hudson 산정식의 고를 치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3. 후포항 인근수역 수리특성과 후포항 외
곽시설 보강안 

3.1 후포항 인근수역 수리특성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치한 후포항은 

외해에 직  개방되어 있으며 상 으로 큰 취송거리

를 지니며, 따라서 취송거리가 풍성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재 주기가 

50yr인 랑의 제원은 유의 고와 유의주기가 각각 

Hs=7.2m, Ts=11.96s 로 모의되었으며  각 기 수 , 재

주기에 해당하는 랑조건은 Table 2에 수록하 다. 

3.2 후포항 외곽시설 보강안 
방 제 외곽시설 보강을 한 단면은 사석경사식 단

면으로 항외측은, DL(-)17.2m부터 DL(+)5.0m까지 2층

으로 기 거치되어있는 40 ton  T.T.P 외면을 50 ton  

Table 2. 실험파 조건
            실험

조 건

원형 모형
비  고Hs 

(m)
Ts 
(s)

Hs 
(cm)

Ts 
(s)

App.L.L.W.

(DL.(±)0.00m)

7.2 11.96 14.4 1.69 50년 빈도

8.45 13.13 16.9 1.86 100년 빈도

2.6 9.0 5.2 1.28 평상

H.W.L.

(DL.(±)0.40m)

7.2 11.96 14.4 1.69 50년 빈도

8.45 13.13 16.9 1.86 100년 빈도

2.6 9.0 5.2 1.28 평상

H.H.W.

(DL.(+)0.92m)

7.2 11.96 14.4 1.69 50년 빈도

8.45 13.13 16.9 1.86 100년 빈도

2.6 9.0 5.2 1.28 평상

T.T.P로 DL(-)11.6m부터 DL(+)5.5m까지 2층으로 추

가 피복된다. 50 ton  T.T.P의 기부는 상치콘크리트 

면에 거치되어있던 40 ton  T.T.P가 유용되어 거치된

다. 내측은 1.0㎥/ea  피복석이 1:1.5의 경사로 

DL(-)0.1m까지 1층 피복되어있다. 방 제 항내측은 

0.015∼0.03㎥/ea  기 사석의 외면을 1.0㎥/ea  피

복석이 1:1.5의 경사로 DL(-)0.1m까지 1층 피복된다. 상

치콘크리트는 단순 슬라  형태로 최  마루높이는 

DL(+)5.5m로 재보다 0.5m 상향조정되었다. 설치수심

은 DL(+)0.4m 이다. (Fig. 2 참조).

 

3.3 수리모형 실험 
단면 수리모형실험은 서울시립 학교에 설치된 2

차원 단면 실험수조에서 수행되었다.  단면 수리모형 

실험은 보다 보수 인 평가를 해 약 최 간조

[App.L.L.W(±)0.000m], 삭망평균만조 [H.W.L(+) 

0.400m], 최고조 [H.H.W(+)0.920m]에 해 각각 수

행하 으며 후포항 방 제 보강단면의 수심은 

DL(-)17.20m이다. 모형의 축척은 수로의 제원, 조 성

능, 실험수 , 수심  구조물의 마루높이 등을 종합



Fig. 4 snapshot of over topped Hoopo Harbor by plunging
           breaker 

으로 검토하여 1/50 축척의 모형을 사용하 다. 불규칙 

랑은 JONSWAP (the Joint North Sea Wave Project) 

스펙트럼과 Random phase method에 기 하여 조

하 다.  

3.4 수리모형실험 결과 
수리모형실험 수행과정에서 측된 수리특성을 나

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리모형실험 결과 후포항 방 제의 주 괴모드

는 월 로 인한 배후면 피복석 유실로 드러났다.

2) 수리모형실험 결과 채택안 단면이 설계 에 해 

가장 안정 이며 월 량 한 격하게 감소하

다. 효과 으로 제어된 월 로 배후면 피해는 발생

하지 않았다.

3) 보강단면은 안에 비해 네 개 층으로 보강된 TTP 

층에서 격히 소산되는 랑에 지로 인해 월

되는 양이 0.1712 ㎥/sec/m에서 0.0248 ㎥/sec/m 

로 85% 감소하 다 (최 월 량기 ).

이상의 수리모형실험의 결과를 분석하면 추가 피복

되는 50 ton  T.T.P는 처음 서술한 로 과다하게 설계

된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에서 다룬 보강안은 Hudson식에 기 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본고에서는 동일한 랑조건에 해 Van 

der Meer 식으로 재산정하여 개선책을 다루고자 한다. 

한 Van der Meer 식에 기 하면 지나치게 작은 값이 

산출된다는 업계의 혼선이 상당부분 Van der Meer 식

에 등장하는 통계량 해석 오류에 기인한다는 자의 

단에 따라  과정을 단계별로 하고자 한다. 

먼  첨두 주기 Tp는 Bretschneider를 추종하면 유의 

주기 Ts로부터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

  
 



                                    (11)

따라서 후포항 설계조건 유의주기 Ts=11.96s, 유의

고 Hs =7.2m (50년 빈도) 로부터 첨두 주기 TP는 11.12s 

로 산출되며, 첨두 주기 Tp는 유의 주기보다 미세하게 

작은 값을 지닌다. 이어 스펙트럼 첨두 증강인자 γ는 

Hs=7.2m, TP=11.12s 로부터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

다.

  
×



                                    (12)                              

후포항의 경우 γ는 2.6756의 값을 지니며 이는 실해

역의 경우 γ는 1~6 사이에 분포한다는 우리의 경험  

인식에 부합하나 북해에서의 평균치 γmean=3.3에는 다

소 미치지 못한다. 

총 내습 랑수 산출에 필요한 평균주기 Tm은 후포

항의 경우 Tm은 8.33s의 값을 지닌다. 폭풍 지속시간을 

3시간으로 가정하면 단일 폭풍사상에서 후포항을 내습

하는 총 랑수는 이다. 최종 으로 Surf 

similarity parameter 혹은 Iribarren 수로 알려진 쇄

역 자기상사 변량 과 형경사 Som은 각각 2.58, 

0.0665의 값을 지닌다. 1000기  한 개 유실된다고 가

정하면 Dn은 2.38m, 량은 약 31ton으로 산출되며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수 도 △=1.3의 값을 취하 다. 

이상의 결과를 분석하면 추가 피복되는 50 ton  

T.T.P는 수리모형실험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과다하

게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설치된 40 

ton  T.T.P가 유실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Van der 

meer식의 31ton T.T.P만의 배치는 다소 작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Van der meer식에서 비교  큰 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군효과가 락되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괴리는  Van der meer식에 나타나는 

고에 군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포락선 과계수가 반

되는 경우 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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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 체 기부 침식방지공 개발을 한 기 연구

Development of counter measures againt the scouring at the toe of offshore 

wind turbine foundation

조용 1, 김보 2, 박수호3, 최진규4

 Yong Jun Cho1, Bo Hyun Kim2, Su Ho Park3, and Jin Gue Choi4

1. 서론

해상풍력발 량은 2020년에는 75GW에 이를 것으로 

상되지만, 과다한 기투자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 풍질이 우수한 심해를 상으로 한 부유식 

풍력발 체가 개발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부

분은  monopile, gravity based, tripod, steel jacket 등

의 통 인 기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술한 기 양

식  monopile이 가장 선호되고 재 계획 인 풍력

발 단지의 부분이 연안퇴 물로 구성된 매우 유동

인 천해역에 설치된다. 천해특성상, 랑과 해류의 

풍력발  기 부와의 상호작용은 발 체에 작용하는 

총 하 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향을 미친다. 

해양 수환경에 거치된 monopile로 인한 흐름변화로 

표사이송이 증가되어 기부는 침식되고 과도한 경우 발

체 안정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Horseshoe vortex, 경

계층에서의 streaming 난류유동계의 구조  특징인 

Large eddy등으로 인한 국부세굴로 발 체 인근 수역

에 웅덩이가 형성되고 발 체는 미세한 진동을 겪게 되

며 이는 피로 괴에 이어질 수 있다 (Sumer and 

Fredsoe: 2005, Adrian: 2007)  . 한 세굴로 깊어진 수

심만큼 증가한 수충력 때문에 안정성은 받을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해 에 송 이블은 기부침식으로 인

해 설계조건 이상의 휨응력에 노출될 수 있다. 

술한 험요소로 momopile에는 세굴 보호공이 흔

히 차용되며, 기건설비용을 가 시킨다. 그러나 세굴

방지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은 해석의 어려움

으로 인해 평균유동계와 사석에 기  설계 행에서 유

발된 것으로 보이며 개선의 여지는 상당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 하고 경제성 제고를 

해 보다 합리 인 세굴방지공이 모색된다. 먼  주 

표사이송 유발기작인 Horseshoe vortex의 강도는 해상

풍력발 체 인근수역에 형성되는 정상 동계에 비례

한다는 사실을 토 로 기부에 turbine이 장착된 hybrid 

monopile이 제안되었다. Hybrid monopile에 장착된 

turbine은 랑 혹은 조류에 노출되는 경우 회 하며, 

내습하는 랑 에 지를 소산시켜 표사이동 제어로 이

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어 세굴제어효과를 검증

하기 한 수치모의가 수행된다. 수치모형은 가장 강건

한 동수역학 모형인 Navier-Stokes식과 질량보존식에 

거하 고 이산화는 정교한 수치해석기법인 VOF법

에 기 하여 수행되었다.

2. 사석을 이용한 세굴 보호공에 대한 성
찰과 해상풍력발전체 인근 수리특성

2.1 사석을 이용한 세굴 보호공에 대한 성찰
최근 사석보호공이 기부보호라는 소기의 목 을 달

성하지 못한 원인이 규명된 바 있다. 해상풍력발 체 

면수역에 형성되는 정상 랑계내의 압력이 일시

으로 면 잔류수압보다 낮아지는 경우 - 랑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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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에는 사석보호공의 함몰을 유발한다. 

따라서 표사 흡착유실과 후행하는 사석 보호공 함몰

을 방지를 해  더 고운 다층으로 사석 보호공을 거치

하는 경우 항 외곽시설의 기부를 효과 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나 시공상의 어려움, 고비용 등의 

문제가 수반되어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 다.  

2.2 해상풍력발전체 인근 수리특성
해상풍력발 체 인근 수역은 내습 랑과 반사 가 

혼재하는 정상 동계, 해상풍력발 체 후면의 회 로 

인한 요동 등 복잡한 동계가 형성되며, 반사 와 회

를 총칭하여 산란  (scattered waves)라 불리기도 

한다. 이 게 복잡한 수리특성을 지니나 해석상의 어려

움으로 인해 해상풍력발 체 력해석은 이상유체에 

기  semi-analytical 해석해에 의존한 수치기법을 활

용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박리 상이 회 에 비해 상

으로 미미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이상유체라는 가정

은 표사가 포진된 면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수정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해상풍력발 체 인근 수역 표사의 주요

한 운송기작으로 최근 비약 으로 발 한 유체역학의 

연구 성과인 horseshoe vortex, streaming, large eddy

를 반 하 다 (Sumer and Fredsoe: 2005, Adrian: 

2007)  .

3. 세굴제어효과가 뛰어난 hybrid 
monopile

3.1 Case Study  - 덴마크  Horns Rev1
 최근 Danish Hydraulic Insitute의 Nielson (1994) 

에 의하면 조류와 동계가 혼재하거나 세굴에 필요한 

충분한 단력에 도달하는 경우 horseshoe vortex의 강

도는 상치를 상회한다. 유럽의 연안, 천해역에서 운

되고 있는 부분의 해상풍력발 체가 horseshoe 

vortex에 의한 세굴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덴마크 북쪽해역 수심 5~15m에 분포하는 수역에 설

치된 해상풍력발 체 Horns Rev1의 경우 하부구조는 

직경이 4.2m인 단 일로, 기 보호공은 직경이 0.1m인 

보호석으로 두께 0.5m로 거치된 filter 층을 직경 0.4m

인 사석을 이층으로 덮는 양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개발 

기 filter 층에 더 작은 사석을 차용하려고 하 으나 

외부 보호석이 거치되기 에 유실되는 문제에 부딪  

재 안으로 회귀되었다고 한다. Horns Rev1의 경우처

럼 정교한 사석보호공을 차용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공상의 어려움이 수반된다. 

Nielson에 추종하면 horseshoe vortex로 인한 세굴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orns Rev1의 기 에 흐르는 논리와 별반 다

르지 않게 보다 고운 사석으로 filter 층을 축조하고 보

호석으로 마감하는 방법으로 고운 사석의 기 유실 문

제 해결이 제되어야 한다.

둘째, 처음부터 보호석의 함몰을 허용하되, 설계단계

에서 단 일의 직경, 차용하려는 사석 종류로부터 보호

석의 함몰 깊이를 측하고 주기 으로 보호석을 보충

하는 유지 리를 통해 안 성을 확보한다. 

셋째, 세굴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상되는 경

우 세굴보호공을 차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 일 수 있으

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세굴정도를 측할 수 있는 

정교한 모형 개발이 제되어야 한다. 

넷째, 단 일의 차용을 가  제한하는 것으로, 이

러한 제언은 일 폭이 클수록 horseshoe vortex의 규

모도 커지며, 따라서 세굴량과, 보호석 함몰깊이도 증

가한다는 우리의 경험  인식에 기 한다. 부연하면 심

해역에 차용되는 tripod jacket 혹은 quattropod jacket

의 경우 세굴문제가 보고된 은 상 으로 드물다. 

이러한 상은 tripod jacket 혹은 quattropod jacket의 

교각이 단 일에 비해 좁아 horseshoe vortex의 강도

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심

해역에서는 조류 혹은 랑으로 야기된 유동계의 유속

이 느려 세굴이 미미해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와 더불어 tripod jacket 혹은 quattropod jacket의 경우 

단 일에 비해 구조체 강성이 상 으로 높아 침식으

로 인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상 으로 낮다는 장

도 지닌다.

3.2 세굴제어효과가 뛰어난 Hybrid monopile 
에서 다루었듯 해상풍력발 체 인근수역 표사

이송의 주 생성기작인 Horseshoe vortex의 강도는 해

상풍력발 체 인근수역에 형성되는 정상 동계에 비

례한다. 따라서 표사이송을 이기 해서는 반사 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고에서는 기부에 turbine이 장착된 hybrid monopile이 

제언되었다. Hybrid monopile에 장착된 turbine은 

랑 혹은 조류에 노출되는 경우 회 하며, 내습하는 

랑 에 지를 소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되었

다. 이 게 약해진 정상 는 표사이동 제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 수치모의

 에서 제언된 hybrid monopile의 세굴제어효과



를 검증하기 한 수치모의를 수행하 다. 수치모형은 

가장 강건한 동수역학 모형인 Navier-Stokes식과 질량

보존식에 거하여 구성하 으며 수치모형의 이산화

는 정교한 수치해석기법인 VOF법에 기 하여 수행되

었다. 자유수면 혹은 유체와 물체간의 경계면 추 을 

해서는 VOF기법이 활용되며, 유동을 포함하는 복잡

한 경계를 표 하기 하여 FAVOR 방법을 사용하

다.

4.1 표사 이송 방정식
본고에서 사용된 표사이송 방정식의 유도과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수와 표사에 한 운동량 방정

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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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과 는 해수와 표사 이송속도, 과 는 

해수와 표사 도, 는 해수의 체  유율, F는 체

력, K는 항력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은 해수와 표사

간의 속도차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식 (2)에서 식 (1)을 차감하면 상 속도,  , 에 한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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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 (4)으로 가장 정교한 표사 이송모형을 구성할 수 

있으나, 수치해석의 어려움을 비껴가기 해 상 속도

는 정상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상 으로 작

다는 가정을 수행하여 간략화 하 다. 술한 가정을 

수행하는 경우 식 (4)는 다음과 같이 간략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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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 속도,  , 은 해수와 표사 이송속도에 기 한다. 

따라서 항력을 산출하기 해서는 부유상태로 이송되

는 표사의 체 유율에 한 정보가 반 되어야 한다. 

표사무리가 같은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며 단 체

당 n개의 표사가 분포한다면 상 속도,  ,은 식 (5)로

부터 다음같이 기술될 수 있으며

  
 
 

∇                                             (6)

여기서    는 단일 표사의 부피, 는 

 의 속도로 이송되는 단일 표사 입자에 한 항력계

수를 각각 나타낸다.  는 체 가  평균 도로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7)

항력에 해 quadratic law를 추종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8)

여기서 는 항력계수, 는 평균입경, 는 입자 

단면 을 나타내며 U는 부유상태로 이송되는 표사의 

해수에 한 상 속도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6)은 비선형 형태로 반복법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5. 수치결과

 수치모의는 길이가 772 m, 폭이 60 m인 수조에서 수

행되었으며, monopile은 수치 반사로 인한 오류를 최

소화하기 해 조 으로부터 300m 이격하여 수조 

앙에 거치하 다. 년  출 율이 80%인 울의 특성을 

반 하여 주기가 12  고가 3m인 정 를 Bisel의 

transfer function과 조 을 활용하여 조 하 다. 수

심은 해상풍력발 체 pilot project가 계획되어 있는 서

해안 수심특성을 고려하여 8m로 선정하 다. 단일 일 

인근 면에는 수조방향으로 30m, 폭 30m의 sand 

pond를 조성하여 랑과 morphology, monopile의 상

호작용을 모의하 다. 포설된 silt 직경은 0.212 mm, 

도는 2500 kg/m3이다. Fig. 1와 2에는 수치모의에 사용

된 quattropod monopile과 hybrid monopile, Fig. 3에

는 수치수조를 각각 도시하 다. 수치모의는 hybrid 

monopile의 세굴제어 효과를 확인하기 해 먼  

simple monopile을 상으로 수행하고, 이 후 

quattropod monopile, tripod monopile, three leaves 

monopile, hybrid monopile 상으로 순차 으로 수

행하 다. Fig. 3에 도시된 계산 역은 622440개의 

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 으며, 이러한 해상도는 장 

당 200 여개로 충분한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단된다. 

Fig. 4에는 수치모의  simple monopile 인근 면에 

포설된 silt층을, Fig. 6에는 랑에 80  동안 노출된 이

후 해  지형을 각각 도시하 다. Horseshoe vortex에 

의한 쇄굴로 면 수역 면바닥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 

보인다. 한 Horseshoe vortex로 도약된 표사의 상당

량이 monopile의 후면으로 진행되는 회 로 인해 

monopile 배후에 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는 수치모의  simple monopile 인근 면에 

포설된 silt층을, Fig. 5에는 랑에 80  동안 노출된 이

후 해  지형을 각각 도시하 다. Horseshoe vortex에 

의한 쇄굴로 면 수역 면바닥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 



Fig. 8 Plan view of the bed morphology after exposure to
          waves for 80 s (hybrid monopile) 

Fig. 9 Sequential snapshots of the bed morphology as
          waves proceeds via the hybrid monopile 

Fig. 3 Numerical wave flume

Fig. 1 Dimensions of quattropod monopile    Fig. 2 Dimensions of hybrid monopile 

  

Fig. 4 Initial morphology for the case of simple monopile 

Fig. 5 Plan and side view of the bed morphology after
          exposure to waves for 80 s (quattropod monopile) 

Fig. 6 Plan and side view of the bed morphology after
          exposure to waves for 80 s (tripod monopile)  

Fig. 7 Plan and side view of the bed morphology afte
        r exposure to waves for 80 s (three leaves monopile) 

보인다. 한 Horseshoe vortex로 도약된 표사의 상

당량이 monopile의 후면으로 진행되는 회 로 인해 

monopile 배후에 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6, 7에는 quattropod monopile, tripod 

monopile, three leaves monopile이 랑에 80  동안 

노출된 이후 해  지형을 각각 도시하 다. Simple 

monopile의 경우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쇄굴 감 효

과는 확인할 수 있으나 해상풍력발 체의 강건한 쇄굴

방지공 개발이라는 우리의 기 치에는 훨씬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8에는 hybrid monoile이 랑에 80  동안 노출

된 이후 해  지형을 도시하 다. 놀라울 정도로  포설된 

모래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hybrid monopile의 쇄굴 

감효과를 확연히 드러낸다. Fig. 9에는 마루가 

hybrid monopile 통과시 bed morphology를 순차 으

로 도시하 다.

6. 결론

검토결과 주 표사이송 유발기작인 Horseshoe vortex

의 강도는 해상풍력발 체 인근수역에 형성되는 정상

동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토 로 기부에 turbine이 

장착된 hybrid monopile이 제언되었다. 장착된 turbine

은 랑 혹은 조류에 노출되는 경우 회 하며, 내습하

는 랑 에 지를 소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

되었다. 이 게 약해진 정상 는 표사이동 제어로 이어

질 수 있다. 이어 hybrid monopile의 세굴제어효과를 

검증하기 한 수치모의를 수행하 다. 모의결과  세굴 

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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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 부방 제의 개발과 정온도에 한 연구

A Study on Tranquility and New Type Floating Breakwat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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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 등으로 차폐되어 외해에서 유입되는 랑에 지가 

고, 입사주기가 상 으로 짧으며, 수심이 상 으로 

깊은 어장과 어항과 같은 해역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

식의 랑제어구조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잘 

부합하는 구조물로 부유식구조물을 들 수 있고, 이는 최근 

높아진 친환경  요구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경제 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력식구조물에 비해 1) 제체하부의 

유수역을 통한 해수교환이 원활하고, 2) 지반개량이 필요

하지 않으며, 3) 구조물 주변의 지형변동이나 서생물에 

한 향이 고, 4) 장시공에 한 공정이 거의 없으며, 

구조물의 설치와 이설이 용이하고, 5) 지조건에 따라 단

면형상을 다양화할 수 있는 등의 장 을 지닌다. 따라서 국

내에서는 2007년 통 과 2008년 마산시 원 항에 부방 제

를 설치한 가 있고, 향후 많은 해역에 부방 제의 용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부방 제  통 부방 제의 단면을 

기본형으로 하여 그들의 소요재료량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은 범 내에서 커튼 의 모양과 치의 변화  수평

의 부착 유무에 따른 여러 가지 형식의 부방 제를 검토하

여 랑제어능이 우수한 신형식부방 제를 개발한다. 개발

의 논의는 동일한 주기에 한 반사율과 달율의 감소를 

심으로 수행되었다. 랑변형율의 산정에는 특이 분포

법을 용하 으며, 수치해석에서는 랑제어기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하여 구조물에 의한 마찰과 와의 형성

에 의한 랑에 지의 감쇠 향을 효과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감쇠 이론(Nakamura and Ide, 1977)을 용한다.

이상의 개발과정으로부터 얻어진 최 의 신형식부방

제를 원 항에 설치된 부방 제와 동일한 치  배치형

상으로 설치한 경우를 상으로 평면 랑제어능을 원 부

방 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 신형식부방 제의 특성을 검

토한다. 이 때, 내습 의 주기는 기존설계 의 주기보다 긴 

경우를 상으로 하 다. 수치해석법으로는 확장형 평면특

이 분포법(Nakamura et al., 2002(a); 2002(b); 이, 2003; 김 

등, 2004)을 용하 다. 이는 임의반사율을 갖는 육역경계

면과 부방 제로 인한 랑제어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항

내정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평면특이 분포법

(Isaacson, 1978)을 확장한 수치해석법이다. 그리고, 내습

로 다방향불규칙 랑을 상으로 하 다. 

2. 부방파제의 2차원해석

2.1 이론적 배경

2.1.1 감쇠파이론의 해석모델

Fig. 1에 나타낸 부방 제의 주변 동장을 역 I에서 

역 III까지 3 역으로 분할한다. 역 I은 입사 와 회 산

란 (반사 )가 공존하며, 역 III은 회 산란 ( 달 )

만이 존재하는 역으로, 각각을 비감쇠 역으로 한다. 

역 II는 구조물에 의한 마찰, 흐름의 박리  와류 등으로부

터 발생되는 랑에 지소산이 존재하므로 에 지소산을 

근사 으로 고려하기 하여 감쇠 역으로 설정한다

(Nakamura et al., 1999).

감쇠 역에는 유속에 비례하는 항이 작용하는 가상

인 유체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그의 선형운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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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uid regions and model for analysis.

정식은 다음의 식으로 표 될 수 있다(Sollitt et al., 1972; 김 

등, 1997; Nakamura et al., 1999).




 


∇                    (1)

여기서, 는 유속벡터, 는 유체압력, 는 도, 는 력

가속도, 는 선형 항계수, 는 각진동수(= , 는 

주기), ∇ 이다.

역 I에서 입사 속도포텐셜 는 입사 가 x축의 (+)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식(2)와 같이 주어진다.

 


cosh
cosh

         (2)

여기서, 는 입사 고, 는 비감쇠진행 모드의 수 (=

   장), 는  , 는 수심이다.

2.1.2 계류삭의 스프링상수

부방 제에서 함체측의 계류 이 크게 이동하여 

catenary라인형상이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되면 강한 비선

형성의 반력특성을 나타내지만, 함체계류 의 이동이 비교

 작은 경우에는 계류라인을 등가선형스 링으로 근사하

여 취 할 수 있다. 그리고, 계류라인의 기상태는 Fig. 2

와 같은 2개의 상태로 된다. Fig 2(a)는 함체측의 계류 이 

A 에서 B 으로 이동한 경우 계류라인과 해 가 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상태(불완  catenary계류), Fig 2(b)는 계

류라인과 해 가 하는 부분이 있는 상태(완  catenary

계류)이다. 

2.2 부방파제에 의한 파랑제어능

2.2.1 원전부방파제

Fig. 3은 원 항에 채용된 부방 제의 모형과 그에 의한 

달율 과 반사율 을 나타낸 결과로, 그림에서 는 

부방 제의 폭을, 은 입사 의 장을 나타낸다. 수치해

석에서 선형 항계수의 값으로 수리실험에서 가장 합한 

것으로 검토된   를 용한다(Nakamura and Ide, 

1977).

수치해석결과를 보면 달율은    이하에서 증

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부근에서 극소치를 나

타내고, 부방 제의 효과여부를 단하는  의 역

은    부근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사율 

은    부근에서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에서 극소치를 나 타내는 것은 

Nakamura et al.(2002)이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함체와 

후커튼  사이의 유수실내에서 피스톤모드의 랑공진

에 따른 강한 와류의 발생에 의해 회 산란 가 소산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a) Taut state.                                                                           (b) Slack state.

Fig. 2.  Two conditions of mooring line cause by movement of floating body.



Fig. 3. Floating breakwater constructed on Wonjun port.

2.3 신형식부방파제

랑제어능이 탁월한 신형식부방 제의 단면형상을 도

출하기 하여 20여종의 부방 제를 검토하 으며, 이 

에 표 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4개의 신형식부방 제

를 상으로 원 부방 제와 2차원 랑제어능을 비교한

다. 상으로 하는 신형식부방 제는 기본 으로 원 부방

제의 폭  높이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도록 구성되었

다. 

Fig. 4. Proposed floating breakwater and its numerical result; 
Case 3.

Fig. 4에서 나타내는 case 3의 부방 제는 원 부방 제

와 통 부방 제를 혼합한 단면형상을 갖는 신형식부방

제이다. 함체의 하부  후에 연직커턴 을 각각 가진다

는 측면에서는 원 부방 제의 단면특성을, 한 후연직

커튼 의 하부에 수평 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통 부방

제의 단면특성을 각각 취한 것으로, 즉 랑제어능에 

한 원 부방 제와 통 부방 제의 각 장 을 구비한 부방

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율의 변화과정을 원 부

방 제의 경우와 비교하면     의 구간에서

는 원 부방 제의 랑제어능이 다소 우수하지만, 

  의 이후에서는 case 3의 부방 제가 보다 작은 

달율을 나타낸다. 체 으로 보다 장주기 랑의 제어능

이라는 에서는 원 항에 보다 합한 부방 제로 case 

3의 부방 제가 고려될 수 있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상으로 원 항에서 평면 랑제어능, 즉 항내정온도를 평

가한다. 

3. 부방파제의 평면파랑변형해석

3.1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법으로는 연직선Green함수에 기

한 특이 분포법(Isaacson, 1978; 이, 2003)을 고정된 투

과성구조물의 경우에도 용될 수 있도록 확장한 특이 분

포법(Nakamura et al., 2002(a), 2002(b); 김 등, 2004)을 

용한다. 이 해석법은 기본 으로 불투과성구조물에 한 

결과에 부방 제에 의한 달 의 향을 선형 으로 첩

시키는 근사해법으로, 수심변화를 고려하기 어려운 단 이 

있는 반면, 육측경계면에서 임의반사율  부방 제의 경

계면에 2차원해석결과인 달율  반사율을 각각 용하

여 정온도에 부방 제의 향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른 해

석법보다 계산시간이 짧은 장 이 있다. 

3.2 수치해석을 위한 현지모델항만

수치해석 조건으로는 수심을 15.0m로 일정하게 두었으

며, 용 랑은 Table. 1와 같다.

Table 1.  Wave Conditions of Numerical analysis.

CASE
 NO.

입사
파향


(cm)


(sec)

반사율
()

전달률
()

L/B max

원
전

1
 1.0

3.9 0.27 0.16 5

999

2 5.7 0.01 0.72 10

신
형
식

3

 1.0

3.9 0.48 0.27 5
4 4.3 0.48 0.20 6
5 5.0 0.33 0.40 8
6 5.7 0.15 0.59 10

3.4 수치해석의 결과

Fig. 5~8는 유의 고    , 유의주기   

 sec일 때 각각 원 부방 제와 제안된 부방 제에 

의한 평면 랑변형을 계산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비교해보면 Fig. 5과 Fig. 7의 3.9sec의 주기에

서는 기존 원 항의 항내 달 고가 더 낮게 나타났고, 

Fig. 6과 Fig. 8의 5.7sec의 장주기에서는 원 부방 제의 

경우보다 제안된 부방 제의 경우가 항내 달 고를 좀 더 

효과 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

본 으로 단면 랑제어능에 기 한 결과이다.



4. 결론

Fig. 5. Tranquility by Wonjun floating breakwater.
    (  ,  sec,  ,  )

Fig. 6. Tranquility by Wonjun floating breakwater.
(  ,  sec,  ,  )

Fig. 7. Tranquility by Proposed floating breakwater; Case 3. 
  ).

 (  ,   sec,   ,  )

Fig. 8. Tranquility by Proposed floating breakwater ; Case 3. 

(  ).
(      sec,  ,  )
본 연구에서는 원 항에서 채용하고 있는 부방 제와 

비교하여 소요재료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범 에서 장주기

랑을 보다 잘 제어할 수 있는 신형식부방 제를 연구·개

발하여 그의 2차원  평면2차원 인 랑제어기능을 검토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부방 제의 2차원해석을 통해 Case 3의 경우가 원

항에서 채용한 부방 제보다 장주기 랑( 6이상)을 

잘 제어함을 알 수 있었다.

(2) 원 부방 제와 제안된 Case 3의 부방 제를 실해역

에 용한 경우, 단주기 랑에서는 원 부방 제가 좀 더 

나은 결과를 보 지만, 장주기 랑의 경우 Case 3의 부방

제가 더 나은 랑제어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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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of internal waterlevel ().

벽체식 구조물의 내부수 변동 특성

Numerical study on internal waterlevel variation characteristics of 

wall-type structure

김 호1, 강윤구2, 류청로3

 Jun  Ho Kim1, Yoon-Koo Kang2 and Cheong-Ro Ryu3

1. 서론

투수성의 사석방 제에서의 내부수 변동(Internal 

waterlevel fluctuation)은 Fig. 1과 같이 랑작용 의 

정수면 상태로부터 랑작용 후의 연직 평균수면상승

고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의 내부수 에 한 연구는 주로 사석방 제를 

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Ryu(1984)는 내부수 변동 

 구조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평균수 상승은 투수층 

내로의 침투류 특성에 의해 방생하며, 이는 사석의 직

경, 공극률, 사석의 형상, 표면조도  압력경사에 한 

라메티인 사석의 투수계수에 의해 직 인 향을 

받는다고 지 하 다. 한 Bruun(1985)은 사석방 제

의 내부수 의 변동은 소상 에 의한 방 제 내부의 압

력경도력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방 제의 안정성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등(2002)은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투수성이 다른 

재료에 하여 방 제 내부수 의 변동특성과 입사

랑의 불규칙성과의 계에 해 연구하여 입사 의 

련길이의 증가에 따라 내부수 도 상승한다고 보고하

으며 남 등(2002)은 비선형 천해방정식을 근간으로 

하는 수치모델 PBREAK를 사용하여 소상 고  내부

수 변동에 한 수리실험 결과와 수치계산 결과를 비

교 검토하 으며 사석의 공극률  사석의 직경이 커질

수록 투수성이 증 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사면상의 

run-up은 감소하고 평균내부수 상승량도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차 등(2008)은 CADMAS-SURF(V.4.0)를 

사용하여 투과성 사석구조물의 내부 동장의 변동에 

큰 향을 미치는 항력계수 와 공극률 에 따른 사

면상의 소상 , 투수층 내부의 수 변동에 해 논의하

여 내부수 변동 재 을 한 최 의 값을 제안하

다. 

한편 이슨을 이용한 벽체식 구조물의  경우 Fig. 2

와 같이 구조물 면에서 곡의 상조건에서 구조물 

배후의 내부수 가 상승 하 을 때 구조물 면부와 배

후면의 수  차에 의해 외해 측으로 도나 활동이 발

생하여 안정성에 향을 미친다. 이때 내부수  상승에 

미치는 향으로 입사 랑 조건(, )과 core부의 투

수계수(), core 부의 공극률(), 수심(), 방 제 선단

(toe)의 수심() 등이 있으며 월 나 강우에 의한 배후

지의 수  상승 한 core부의 내부수  상승으로 이어

진다.

본 연구는 벽체식 구조물에 하여 입사 랑 조건과 

core부 사석의 입경을 변화시켜 내부수  변동특성   

구조물 ·후면에서의 최  수 차를  수치 으로 검토

한다. 이를 하여 수치모형실험은 CADMAS-SURF 

(V.5.1)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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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nal waterlevel in wall-type structures.

Structure Conditions Wave Conditions




(cm)



(cm)



(cm)


(s)

Non-
overtopping

16
0.02
0.08

2.78
3.62
4.49
5.31
6.32

0.8
0.9
1.0
1.1
1.2

Table 1. Numerical simulation conditions

2. 수치모형실험

2.1 CADMAS-SURF의 개요
본 연구에서 용한 CADMAS-SURF V.5.1의 기 방

정식에는 2차원 비압축성 성유체를 상으로 한 연

속 방정식 (1)과 Navier-Stokes방정식을 porus body 

model에 근거하여 확장한 운동방정식 (2), (3)을 사용한

다. 한, 자유표면을 해석하기 해 VOF법을 용한

다. 

⦁연속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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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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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시간,  , 는 수평  연직 좌표,  , 는 

유속의 수평  연직 성분, 는 도, 는 압력, 는 분

자동 성계수와 와동 성계수의 합, 는 력가속도, 

는 공극률,  , 는 수평 연직 방향의 면 투과율이

다.

2.2 Dupuit-Forchheimer 
鈴木(2003)등 다공질 체에서 입경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Dupuit-Forchheimer법칙을 CADMAS-SURF

상에 용하 다.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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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와 는 각각 다공질체에서의  , 방향의 

항력, , 는 각각 재료에 따른 계수, 는 사석의 표 

입경을 나타낸다. 만약 상이 블록일 경우 표입경은 

블록의 체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8)

2.3 수치모형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 용한 수치모형실험 조건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월 가 발생하지 않는 수심 조건에서 

방 제 선단부의 수심은 16 cm, core부의 표입경은 

0.02 cm,  0.08 cm 두 가지의 경우에 해 실험을 수행하

며  core부의 배후면은 불투과로 처리하 다. 입사 랑

은 규칙 로 고조건과 주기조건은 각각 2.78 cm ~ 

6.32 cm, 0.8 s ~ 1.2 s이다. 

3. 수치모형실험 결과

Fig. 3과 Fig.4는 입사 고가 수 변동  제체의 ·

후면에서의 수  차에 미치는 향에 한 그림이다. 

는 외해 측을 기 으로 제체 후면과 제체 면에서

의 수 차를 나타낸다. Fig. 3은  =0.368의 조

건에서 입사 고의 차이에 따른 제체 ·후면에서의 수

차를 나타내고 있다. 입사 고가 클수록 제체 ·후

면에서의 수 차가 커지며 투과성의 선단 부분에서의 

수립자 속도 한 커진다. 이를 그래 로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이는 입사 고가 커질수록 제체 면에서는 

수 가 낮아지며 동시에 선단 부분으로 침투하는 수립

자 속도가 커지고 이에 따른  core부의 내부수 가 상승

하여 커지는 상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Fig. 5

는 =3.200인 조건에서 입사 의 주기에 따른 

변화에 한 그림이다. 입사  주기가 커질수록



Fig. 3. Snap shot of velocity vectors and difference

of water level ( =0.368).

Fig. 4. Relationship between  and 
( =0.368).

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according to the 

grain size  (=3.013,  =0.368).

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max (
=3.200).

Fig. 5. Relationship between   and 
(=3.200).

수 차가 커지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입사 고가 커지

는 경우에 비해 그 정도가 작다. 제체 ·후면에서의 수

 차는 고의 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기의 

향에 하여 core부에서의 최 내부수 를 공간 인 

분포로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입사 의 주기가 길어

질수록 최 내부수 는 상승하며 공간 인 분포의 경

우 형의 형태를 나타내며 이는 core부의 길이와 주기

의 향으로 제체 내부에서의 공진 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추후 core부의 길이와 주기에 한 추가

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된다. 

Fig. 7은 입경차이에 따른 내부수 의 공간 인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입사  조건은 =3.013, 

 =0.368이다. 상 으로 입경이 작은 경우 최

내부수 는 감소하고 평균내부수 는 커지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 이는 입경의 차이에 따른 투수계수의 



차이로 상 으로 작은 투수계수에서 수 의 

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평균내부수 가 상승하 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의  등(2002)의 결

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CADMAS-SURF (V.5.1)를 이용하여 

벽체식 구조물의 내부수  변동특성과 제체 ·후면에

서의 수  차에 하여 입사 랑과 core부의 입경의 

향에 하여 수치 으로 검토하 다. 추후 배후지를 투

과면으로 고려하여 월 나 강우에 의한 배후지의 수  

상승을 고려한 core부의 내부수  변화에 한 검토와 

core부의 길이와 주기의 향에 한 검토가 필요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한 다양한 입사  조건과 불규칙 에 

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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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역 상 력발  이슨 공기실 성능 수리실험

Hydraulic Experiment about the efficiency of the air chamber 

in the caisson for wave power plant at Seogwipo of Jeju Island

박창욱1, 안성모2, 미야지마 쇼고3, 소노다 야스토시4

 ChangWook Park, SungMo Ahn, Miyajima Shogo, Sonoda Yasutoshi

1. 개요

삼성물산(주)은 2009년 T/K(설계/시공 일 입찰) 

수주한 제주 민군복합항만 공사의 실시설계에서 이

슨식 력발  장치의 공기실 단면형상 검토를 해 일

본 재단법인 연안개발기술센터에서 발행한 “신형식 방

제 기술메뉴얼(1994)”를 참조하여 각종 치수를 설정

하 다. 

공기실의 폭(입사  방향의 공기실 길이)은 지인

근에서 조사된 입사 의 장자료를 근거로 약 10m정

도를 설정하 고, 공기실 면 Curtain wall의 깊이를 

간조시 랑의 곡에서도 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간조

시보다 3m낮게 설정하 다. 그러나 제주도 부근의 조

차는 3m정도로 만조시의 Curtain wall 깊이는 6m정

도가 되어, 공기실 폭 10m와 비교하면 큰 수치가 된다. 

일반 으로 Curtain wall 깊이가 커지게 되면, 공기실 

진동수주(OWC)의 상하진동 고유주기가 커져 랑의 

주기가 작은 범 에서의 랑 Power 1차 변환효율이 

하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의 력발  이슨의 상세

설계를 해 조 차에 의한 공기실 Curtain wall 깊이

의 변화 등 최  가정되었던 력발  이슨의 공기실

에 한 랑 Power 1차 변환성능의 조사가 필요하다. 

본 검토에서는 기 계획된 력발  이슨의 제원

으로부터 수조실험모형을 설계하여 2차원 수조를 이용

하여 공기실 규모에 따른 랑 Power 1차 변환성능을 

검토하 다. 수조실험을 통해 얻어진 공기실 성능의 검

토 결과(공기실 유속등)는 탑재하는 터빈발 기의 사

양 결정시의 기 자료로 이용한다.

2. 수리모형실험

2.1 실험수조
실험수조는 미쯔이 조선 아키시만 연구소(三井造船

昭島研究所)의 2차원 조 수조를 이용하 다. 2차원수

조의 사진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측면은 유리벽

으로 되어 있고, 이 유리벽을 통해 모형실험의 상을 

찰할 수 있다.

○ 2차원 수조의 제원

   - 규     격 : 길이 25m×폭 1.1m ×높이 1.4m

                         (표 수심 : 1.0m)

   -  조 기 : 최 고  0.15m,  주기 0.5～2.0 sec

                         (반사  흡수식)

    
Fig. 1. 2차원 조파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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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파력발전 케이슨 모형 (단면,전면)

Fig. 3.Orifice판 (좌로부터 1/50, 1/100, 1/150)

Parameter case수 실험 조건

Curtain Wall

깊이 및 수심
3종류

원형(m) 6.0(만조시) 4.5(평균조위) 3.0(간조시)

모형(m) 0.300 0.225 0.150

수심(m) 1.602 0.987 0.912

Orifice 면적비 3종류

내부 수면면적(모형)  0.980×0.495=0.485m2

Orifice직경(m) 0.111 0.079 0.064

Orifice면적(m2) 9.694E-3 4.852E-3 3.237E-3

면적비 1/50 1/100 1/150

파고 2종류
원형(m) 2.0(현지평균 파고) 1.5

모형(m) 0.1 0.075

주기 5종류
원형(s) 5 6 7 8 10

모형(s) 1.12 1.34 1.57 1.79 2.24

2.2 모형 제작
모형의 축 은 1/20로 했으며, 지의 평균조 는 

19.5m이고, 2차원수조의 평균수심은 1.0m이다. 한 

지의 평균 랑이 유의 고 2.0m, 평균  주기는 7sec

를 상으로 하 다. 모형은 투명아크릴 으로 제작하

여 수조의 면으로부터 공기실 내부 수면의 측이 가

능하도록 하 다. 실험에 사용한 력발  이슨은 

Fig. 2에 나타내었고, Orifice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

다. Orifice 면 비 ε (Orifice면 /내부수면면 )은 

1/50, 1/100  1/150의 3종류로 설정하여 모형을 제작

하 다.

2.3 계측항목 및 계측방법
계측항목  계측방법은 다음에 서술한 바와 같으며, 

본 계측을 통하여 랑 Power 1차 변환성능의 악이 

가능하다. 

  가. 입사  고  주기

   모형 심으로부터 랑진행 방향측 3m 지 에 계

측 Range ±200 mm의 음 식 고계를 설치하여 

계측을 실시하 다.

 나. 공기실내 수면변

   계측 Range ±250mm의 용량식 고계를 이슨 

내부에 설치하여 계측하 다. 

 다. 공기실내 압력

   계측용량 20kPa의 미소공기압용 압력계를 사용하

여 계측하 다. 

3. 실험조건

실험은 고  주기에 따라 Table 1과 같이 

parameter별 3개안씩 총 90 case에 해서 수행하 다. 

이때, 력발  이슨 모형은 조  면으로부터 

11.5m 치에 설치하 으며, Orifice로부터 공기가 유

출되는 상태를 확인하기 해 라스틱 실을 Orifice 입

구에 설치하 다. 

수심은 공기실 Curtain wall 입수깊이가 설정치가 되

도록 조정하 다.

Table 1. Case별 실험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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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공기실 수면상하 속도진폭과 압력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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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공기실 수면상하 속도진폭과 압력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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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공기실 수면상하 속도진폭과 압력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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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공기실에서의 1차 변환효율(고조위)

4. 공기실 효율 실험결과

4.1 공기실 파랑 Power 1차 변환효율
규칙 의 경우, 공기실에서 변환되는 Power E1은 식

(1)로 계산할 수 있다.

            
dtAwzp

T
E

T

∫ ℜℜ=
01 )()(1

     　　　　　              　　　　　　　 　　　　　                 (1)

 

　여기에서 P、Z 는 각각 계측된 공기실내 압력, 수

면상항 속도이며, Aw는 내부수면면 , T는 주기이

다.

　규칙 의 경우, 공기실에 입사하는 랑 Power 

EW는 식(2)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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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ρ는 유체 도, HW는 입사  고,  Cg는 

입사 의 군속도, D는 공기실로 입사하는 입사폭을 나

타낸다.

　공기실에서의 랑 Power 변환효율 η 는 식(3)으

로 계산할 수 있다.

               WE
E1=η

　　　　　　　　　　　　　　　　　　　　　  　　　　　　                      (3)

4.2 조위별 실험결과
평균조 (실제 장수심 19.5m, 실제 장 Curtain 

Wall 깊이 4.5m)의 경우에 한 실험결과를 다음에 나

타내었다. Orifice면 비 ε과 입사 의 고별 자료를 

정리하 으며, 그래 의 횡축은 실제 장의 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공기실에서의 1차 변환효율은 Fig. 4에 나타내었으

며,  공기실내 수면상하 속도 진폭과 압력진폭의 계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조시(실제 장수심 18.0m, 실제 장 Curtain 

Wall 깊이 3.0m) 실험 결과를 Fig. 6,7에 고조시(실제 

장수심 21.0m, 실제 장 Curtain Wall 깊이 6.0m) 경우

에 한 실험결과를 Fig. 8,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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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urtain Wall 깊이에 따른 공기실 효율

5. Curtain Wall 깊이 영향 실험 결과

Orifice 면 비 1/150, 1/100, 1/50 각각에 하여  

Curtain wall의 깊이에 따라 공기실내 수면의 고비

(Hi)와 입사  고(Hw)의 비, 공기실내 압력진폭(Pa)과  

ρgHw의 비, 공기실의 1차변환 효율 차이를 비교하여 

정 Curtain Wall 깊이를 산정하 다.

Fig. 10에서 Orifice 면 비 ε=1/100의 경우에 하여 

Crutain wall 깊이에 따른 실험결과 그래 를 입사 의 

고별로 상하에 표시하 다.

6. 결론

평균조 (실제 장 수심 19.5m, Curtain Wall 깊이 

4.5m)의 경우와 간조시(실제 장 수심 18.0m, Curtain 

Wall 깊이 3.0m)인 경우의 실험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차 변환효율은 Orifice 면 비 1/100이고 입사 의 

실제 장 주기가 7s인 경우에 가장 높은 효율을 결과를 

얻었고, 최 값 약 0.95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상으로 한 공기실의 폭 (10m)은 2009년 실시한 기 검

토시에 제안하 던 평균 조 시 주기 7s의 경우에 가

장 효율이 좋은 것으로 설정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한, 간조시의 1차변환효율이 가장 좋은 경우

는 고가 2m정도의 랑에서는 Curtail Wall 깊이가 

3m정도일 경우가 가장 효율 이라는 것을 알았다. 

Orifice 면 비 1/50의 경우는 단주기, 장주기측에서의 

효율이 크게 하하며,  주기에 해서 Peaky한 효율

그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 수심이 깊어짐

(Curtain Wall의 입수 깊이가 커짐)에 따라 효율이 

Peak를 나타내는 주기가 장주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았다. 만조시(실제 장 수심 21.0m, Curtain Wall 깊

이 6.0m)의 경우, 1차변환효율은 체 으로 하하고 

효율의 Peak주기가 장주기측(7s에서 8s로)으로 이동하

다. 이 경우에도 최 변환효율은 0.8정도를 나타내지

만, 편균조 나 조 와 비교해 보면 단주기측의 효율

이 하게 떨어지는 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Curtain Wall의 입수깊이가 커져 OWC의 Mass가 증가

하 기 때문에 OWC 상하의 고유주기가 장주기측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실내 압력은 공

기실내 수면의 상하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았

다. 한, 그 2차함수의 계수는 개략 으로 Orifice 면

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Curtain Wall의 입수깊이는 3m정도로 하고, 

큰 고에 의해 수면에서 분리되는 경우에 한 책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평균 랑에서의 발 에는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된다. 를 들어 평균조 시의 Curtail 

Wall의 입수깊이를 3m로 할 경우, 만조시에는 4.5m, 간

조시에는 1.5m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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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포해빈의 조석·조류  랑에 한 계 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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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빈은 질에 따라 갯벌해안, 모래해안, 그리고 자

갈해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해안의 질구

성은 그 해빈의 외력환경과 한 계가 있다. 즉, 

랑작용과 질의 입경은 거의 비례 계에 있어, 갯벌해

안의 경우 랑작용이 거의 없는 해빈, 모래해빈의 경

우 정도의 랑작용이 있는 해빈, 그리고 자갈해빈은 

랑작용이 아주 강한 해빈으로 단할 수 있다.

라북도 고창군 상하면에 치한 구시포해빈은 사

질 는 사니질로 구성된 해빈으로 해 경사 1°내외의 

완만한 수심변화를 가지며 해빈의 총 길이는 남북으로 

약 1500m이고 폭은 80～200m이다. 구시포해빈은 1991

년도부터 시작된 구시포 어항 연육교 건설  발 소의 

방류제, 돌제 건설로 인해 구조물 주변에서 국부 인 

표사이동으로 인하여 안정된 구시포해빈의 불균형을 

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인공구조물에 의

한 불균형 인 해빈의 침식  퇴 은 표사이동의 외력

인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질이 세사로 

구성된 구시포해빈에서 해빈과정을 조사한다면 조석

조류와 더불어 랑과 같은 자연 상을 악하는 것은 

필수 인 사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시포해역에서 표사이동

의 주외력으로 작용하는 조석·조류  랑의 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구시포해빈 주변해역의 2개 정 에

서 ADCP를 이용하여 하계-추계-동계-춘계-하계까지 5

계 에 걸쳐 조석과 조류, 랑 측을 실시하 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2.1 조석·조류
구시포해빈 주변해역의 조석조류를 악하기 해 

Fig. 1과 같은 정  T1(C1)  T2(C2)에서 다층도 러유

속계(RDI Inc., USA)를 사용하여, 하계(2011년 8~9월), 

추계(2011년 10~11월), 동계(2012년 1~2월), 춘계(2012

년 4~5월), 하계(2012년 8~9월)까지 5계 에 하여 

장조사를 수행하 다. 특히 정  T1(C1)의 경우 간조시 

수심이 3m 정도로 얕아 극천해용인 ADCP 1200kHz 장

비를 시용하 다.  ADCP를 이용한 매계 별 30일동안

의 조 측정은 매10분마다 1분동안 4Hz 간격으로 측정

된 수 의 평균값을 기기내부에 자동기록하도록 설정

하 다. 그리고 ADCP가 층계류되었으므로 조류측

정은 연직방향으로 최소 0.25~0.5m 간격 측층을 나

었고, 10분 간격으로 각층별의 유속유향을 기기내부

에 자기기록 되도록 설정하여 사용하 다. 

Fig. 1. Observed station of tide, tidal current and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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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C1 (b) St.C2

그리고 측된 조석조류자료는 조화분해 로그램

인 TASK2000(Tidal Analysis Software Kit) Package를 

사용하여 조화분석되었다. TASK2000 Package는 엄

조화해법인 TIRA(Tidal Institute Recursive Analysis) 

해법(Murry, 1964)에 의하여 조화분해  조화 측하

는 로그램으로서 국 Proudman 해양연구소

(Proudman Oceanographic Laboratory, POL/PSMSL)

의 Woodworth 등에 의해 개발되어 재 국내외의 많

은 연구기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신뢰성 한 높

이 평가되고 있다. 한 번의 조석 측자료와 기 조

측소와의 조석특성을 비교하기 해 국립해양조

사원에서 운 인 조 측소의 조석 측자료를 

입수하여 함께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의하 다.

2.2 파랑
랑조사는 Fig. 1의 조석·조류 정 과 동일하며 동

일한 기간에 장조사를 수행하 다. 기기의 세 시 

향 고의 측정자료를 계 별 30일동안 매3시간간격으

로 자기기록되도록 설정하 으며, 매3시간마다 2Hz간

격으로 20분동안 2,400개의 랑자료를 기록하여, FFT

분석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측된 원시자료는 RDI사에서 제공하는 

WavesMon 로그램으로부터 랑분석에 필요한 자

료로 분리되었고, 이 자료는 스펙트럼법으로 처리되어 

고, 주기, 그리고 향 등으로 분석되었다. 스펙트럼

법은 측된 불규칙 가 무수히 많은 성분 의 선형

인 합으로 가정하여 FFT (Fast Fourier Transform) 기법

으로 분석하고, 랑의 에 지 스펙트럼을 구하여 랑 

특성을 악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불규칙 를 분석하

는 일반 인 방법으로 불규칙성을 가진 자료분석에 매

우 유용하게 용되며, 불규칙 의 유의 고(

), 피크

주기(

)  주 향(


)을 산출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3.1 조석·조류
2011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하계에 30일 동안 

측한 조석·조류자료를 시로 Fig.2  Fig.3에 나타

내었으며, 2개 정 에서의 계 별 조석·조류 측결과

는 다음과 같다. 

조석 측결과, 정  T1에서 조차는 547.6~555.6㎝ 

소조차는 246.6~251.6㎝ 평균조차는 397.1~ 403.6㎝ 그

리고 조석형태수는 0.21이었으며, T2에서 조차는 

537.8~564.5㎝ 소조차는 241.7~255.3㎝ 평균조차는 

389.7~409.9㎝ 그리고 조석형태수는 0.21~0.22로 측

되었다. 따라서 구시포해역은 조차가 비교  크고, 반

일주조가 우세한 조석형태의 특성을 가지는 해역임을 

알 수 있었다.

Fig. 2. Tidal elevation at station T1 and T2 in summer

조류 측결과, 정  C1은 흐름분산이 강하여 주흐름

방향이 모호하지만 북동북-서남서방향의 출 이 우세

한 편이었다. 그리고 정  C2는 북동-남서방향의 왕복

성 조류가 탁월하 다. 정  C1에서 평균유속은 창조

시 13.1~20.5㎝/s 낙조시 11.5~21.6㎝/s로서 하추계는 

주로 창조류가 우세하고 동춘계는 낙조류가 우세한 편

이었다. 최강유속은 창조시 30.5~35.6㎝/s 낙조시 20.4 

~39.4㎝/s로서 주로 창조류가 강한 편이었다. 정  C2

에서 평균유속은 창조시 27.8~35.7㎝/s 낙조시 27.9 

~36.8㎝/s로서 추계를 제외하고 창조류가 0.7~12.2% 

우세하 다. 최강유속은 창조시 65.1~82.5㎝/s 낙조시 

51.5~75.1㎝/s로서 창조류가 항상 5.8~27.1% 강하 다. 

정  C1에서 조석잔차류는 주로 남동향류로4.2~14.5 

cm/s 으며, 정  C2는 주로 동향류로서  0.6~5.6cm/s

로 조사되었다.  

Fig. 3. Current scatter diagrams at station C1 and C2

            in summer



(a) St.W1                                                                                  (b) St.W2

Fig. 4. Wave height, peak period and peak direction at station W1 and W2 in summer

3.2 파랑
Fig.4는 2011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하계에 30

일 동안 측한 랑자료를 시로 나타낸 것으로, 2개 

정 에서의 계 별 랑 측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의 고는 정  W1에서 0.5m이하 59.0~89.9%, 

0.5~1.0m 8.2~27.6% 정도로 아주 정온한 해상상태를 

보 으며, 정  W2에서 0.5m이하 32.2~77.3%, 

0.5~1.0m 15.3~ 42.9%로 비교  정온한 해상상태를 나

타내었다. 피크주기는 정  W1에서 5 이하 34.7~ 

67.3%, 5~10  32.7~65.3%로 5 정도 으며, 정  W2

에서 5 이하 43.4~83.3 %, 5~10  16.7~56.6%정도로 5

이하의 단주기 가 약간 우세하 다. 주 향은 개 

W~NW방향으로 정  W1에서 2011년 하계 W 32.3%, 

2011년 추계 WNW 38.7%, 2012년 동계 NW 44.4%, 

2012년 춘계 WNW 38.6%, 2012년 하계 WNW 26.1%의 

출 율을 보 고, 정  W2에서 2011년 하계 W 19.4%, 

2011년 추계 WNW 19.6%, 2012년 동계 WNW 36.1%, 

2012년 춘계 W 21.3%, 2012년 하계 WNW 17.8%의 출

율을 보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시포해역에서 표사이동의 주외력

으로 작용하는 조석·조류  랑의 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구시포해빈 주변해역의 2개 정 에서 ADCP

를 이용하여 하계-추계-동계-춘계-하계까지 5계 에 걸

쳐 조석과 조류, 랑 측을 하 다 .

구시포해역의 조석·조류는 조차가 비교  크고, 반

일주조가 우세한 조석형태의 특성을 가지는 해역임을 

알 수 있었다. 정  C1은 주변구조물에 의한 차폐역으

로 유속이 약하고 방향분산이 심한 조류특성을 보 고, 

정  C2는 유속이 비교  크고 왕복류 성향이 강한 외

해역의 조류특성을 나타내었다.

랑은 고의 경우 외해역의 정  W2가 천해역의 

정  W1보다 큰 값을 보 고, 주기의 경우 천해역의 정

 W1가 외해역의 정  W2보다 약간 긴 값을 나타내

었다. 이것은 가 정  W2에서 정  W1로 진행하면

서 쇄 에 의한 에 지감쇠와 형붕괴에 의한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천해역의 정  W1은 외해역에 속한 

정  W2보다 향의 집 도가 휠씬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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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해역의 비선형 조석

Non-linear Tide in the coastal region of Korea

정태성1, 정진 2

 Tae Sung Jung1 and Jin Kwang Jeong2

1. 서 론

우리나라 연안해역은 지역 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석특성도 해역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조차가 크고, 넓은 조간

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얕은 수심으로 인하여 간

척사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규모 간척이 곳

곳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서해로 유입되고 있는 하천에

는 하구 둑이 건설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조석특성도 

변화되어 왔다 . 남해안은 다도해라 불리울 만큼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서해안과 같이 연근해에는 조

간 가 분포하고 있으나 외해로 나가면 수심이 깊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고 수심이 깊으며, 조차가 매

우 다.  조석 비선형은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조기간이 짧아서 창

조류가 강한 지역에서는 육상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

질이 외해로 배출되기 어려워 수질오염이 쉽게 발생한

다. 한편 낙조기간이 짧아서 낙조류가 강한 해역에서는 

육상으로부터 유입된 연안해역의 오염물질이 원해역

으로 쉽게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잘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Moore et al., 2009). 따라서 환경 인 에서 조석 

비선형성의 변화는 매우 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조석의 비선형성 공간  시간변동에 

해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실

정이다. 유(2010)는 서해안에서 측한 단기  장기 조

자료를 조화분석하여 비선형 분조의 공간분포를 제

시하고, 특히 남서해역에서 크다고 보고 하 다.  목포 

인근해역에서 조석 비선형성의 증가에 해서는 그동

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하구 둑 건설과 간척사업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Kang, 1999). 인천과 부산

의 장기 조석자료를 분석한 결과(고 등, 2010)에 의하면, 

인천지역에서 1990년  반 이 에는 낙조우세형 조

석을 보 으나 1990년 반 이후에는 차 으로 창조

우세로 변화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연

안개발에 따라서 비선형성 조석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

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기왕에 측된 조  조화상

수를 정리한 자료집(한국해양연구소, 1996)과 경기만

과 남서해안의 조  조화상수(유, 2010)를 활용하고, 서

해안의 주요 검조소 조 자료를 조화분석하 다. 이 결

과들을 활용하여 비선형 조석의 공간분포와 시간변화

에 해서 조사하 다. 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류 조화상수를 활용하여, 조류 

비선형성의 공간 인 분포를 조사하 다. 특히 서해 남

부해역에 나타나는 낙조 우세 상에 해서 집 으

로 검토하 으며, 주요지 에서 비선형 조석의 시간  

변화와 그 원인에 해서 고찰하 다. 

2. 조석 비선형성의 공간분포

2.1 조석자료의 조화분석

Fig. 1에 표기된 국립해양조사원(KHOA)의 13개 검

조소에서 조화상수를 얻기 하여 측한 매시각 측

조 를 1년 단 로 나눠서 정리하고, 조화분석 로그

램을 사용하여 조화분석하 다. 조 자료는 국립해양

조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월별 자료를 다운받아

서 매년 자료로 만든 후에 이를 조화분석하 다. 결측

자료가 존재하는 지 에서는 월단 로 가장 긴 기간을 

선택하여 분석하 다. 분석된 자료는 기왕의 조화상수 

자료와 함께 M2 분조와 M2 분조간의 비선형 작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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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발생되는 천해 조석인 M4 분조의 분포를 조사하

는 데 활용하 다. 

Fig. 1 Locations of tide observation by KHOA.  

2.2 조석 비선형성의 공간 분포

조석 비선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리 사용되는  

M4분조와 M2분조의 진폭비의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공간분포는 Fig. 2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반 으로 

서해남부해역에서 다른 해역에 비해서 큰 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목포부근에서 연안으로 근할수록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석모델링 결과에 의하

면, 이는 목포인근해역에 넓게 분포하는 조간 로 인하

여 연유한 것이다(정, 2011). 이외에도 군산해역역과 남

해동부해역에서도 비선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amplitude ratio of M2 and

          M4 tides.

 M2 분조와 M4 분조의 상 인 상차 [2g(M2) 

-g(M4)]에 따라 조석 상을 창조가 우세한지 낙조가 우

세한지 분류할 수 있다(Speer and Aubrey, 1985). 상

차를 180도 후를 기 으로 하여 분류하고, 그 분포를 

살펴보면,  서해남부해역과 남해동부해역에서는 반

으로 낙조우세형 조석특성(>180°)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부근에서도 낙조우세형 조석이 나타나고 있다

(Fig. 3). 이외의 지역에서는 반 으로 창조우세형 조

석특성(<180°)을 보 다.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phase difference between

           M2 tide and M4 tide.

2.3 조류 비선형성의 공간 분포

 한편 조류의 비선형에 해서 살펴보면, 지역 으로  

조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조석과 같이 목포

해역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고,남해동부해역, 군산해

역, 인천해역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로 조류

속도가 강한 조석수로에서 비선형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Fig. 4).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major axis ratio of M2

           and  M4 tidal current ellip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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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석 조화상수의 연변화

Fig. 1에 표기된 13개 검조소에서 측된 조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조화상수 에서 표 인 조석성분인 

M2 분조와 표 인 비선형조석인 M4 분조의 시간변

화를 비교  장기간 측자료가 있는 6개 지 에서 결

과를 제시하 다. 평균해면에 해서도 검토하 다. 

M2 분조의 진폭과 상(Fig. 5)에 해서 살펴보면,  

진폭은 뚜렷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그 변동성이 커지

고 있었고, 상은 인천과 평택에서 모두 빨라지고 있

었다.  안흥과 보령에서는 진폭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

으나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고, 상은 빨라지고 

있었다. 군산외항에서는 강하구언이 공된 1990년 

이후로 진폭이 커지다가 새만 방조제가 완공된 2004

년 이후에는 격하게 감소하 다. 목포 인근해역에서

는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흑산도에서는 진

폭이 거의 변화되지 않았으나 목포항에서는 반 으

로 상승하 다. 상도 흑산도에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목포항에서는 지속  빨라져 왔다. 그 변화가 

특정한 년도에 크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 다. 이는 이 

지역에 진행되어 온 일련의 하구언 건설사업( 산강, 

암, 호)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5  Yearly variations of M2 tide.

표 인 비선형조석인 M4분조(Fig. 6)에 해서 살

펴보면, 인천해역에서는 진폭이 증가하고, 상은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안흥, 보령, 군산외항에서는 감

소하다가 최근에 진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상이 

보령항에서 새만 방조제 공이후에 뚜렷하게 나나

타고 있다. 상은 반 으로 빨라지다가 새만 방조

제 공이후부터 느려지는 모습을 보 다.  외해에 

치한 흑산도에서는 진폭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상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최근 새만 방조제 

공이후에 약간 빨라지는 모습을 보 다. 목포에서는 진

폭이 산강하구언이 공된 1980년  에 격하게 

변화한 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가 2006년도에 크게 변화

하 으며, 상은 3개의 방조제( 산강, 암, 호) 

공시 에 격하게 빨라지는 모습을 보 다. 

    

Fig. 6  Yearly variations of M4 tide.

평균해면(Fig. 7)에 해서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반 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그 변동성이 커지

고 있었다. 그러나 연안에 치한 정 에서는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나 외해에 치한 정 ( 흑산도)에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연평균 상승률은 군산외항에서 

3 mm 으며,  흑산도에서는 0.55 mm 다. 외해에서

는 거의 상승하지 않고 연안에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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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해수면 상승 요인이 지구온난화의 향 보다는 

연안개발의 향일 가능성이 높다. 를 들면, 보령에

서 해수면 상승경향을 살펴보면, 홍보지구가 공된 

2002년과 새만  방조제가 공된 2004년 후로 격

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외항의 경우에도 강하

구둑이 공된 1990년 이후로 감소했다가 상승하는 모

습을 보 으며, 새만  방조제가 공된 2004년 후로 

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수면 변동의 요

인에 한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토 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정확하게 측하여 

방재 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Fig. 7  Yearly variations of mean sea level.

4. 결 론

국연안의 조석 조화상수를 토 로 조석 비선형을 

검토한 결과, 서해남부해역에서 비선형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군산해역과 일부 조석수로 부근에서도 나

타났다. 조석의 비 칭 특성을 나타내는 M2 분조와 M4 

분조의 상차를 조사해 본 결과, 서해남부해역, 인천

해역, 남해안 일부 조석수로 부근에서 낙조 우세 조석

특성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지역은 창조 우세특성을 보

다. 조류의 경우는 강한 유속을 보이는 조석수로 부

근에서 비선형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해남부해역

의 조석수로에서 비선형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조석 비선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조

간  면 과 가장 큰 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해안에서 조석 조화상수의 연변화를 살펴 본 결과, 

M2 분조의 진폭은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는 목포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

으며, 상은 연안에 치한 모든 정 에서 빨라하고 

있었다. 특히 군산외항에서는 새만 방조제가 공된 

이후에 진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상이 빨라지고 

있었다. 목포에서는 산강하구언(1980년 공), 암

방조제(1991년 공), 호방조제(1994년 공)의 향

으로 조간  면 이 감소함에 진폭은 커지고, 상은 

빨라졌다. 비선형 분조인 M4 분조의 진폭과 상의 변

화도 반 으로 M2 분조와 연동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 다. 서해안에서 평균해수면은 반 으로 상승하

으며, 그 변동폭이 최근에 커지고 있었다. 이는 최근

에 발생하는 이상기후변동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외해에 치한 흑산도에서는 평균해수

면 상승이 연평균 0.6 mm이하로 작게 나타났다. 연안

에서는 크고, 외해에서는 작게 나타나 것으로 보아 해

수면 상승이 연안개발과도 한 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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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환경변화 측모형의 신뢰수  평가기법

Confidence interval of the environmental models 

in the coastal zone

조홍연1

 Hong-Yeon Cho1

1. 서론

  모형은 주어진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원하

는 결과를 도출하는 도구(tool, system)이다. 

모형의 성능은 주어진 조건에서 원하는 결과

를 얼마나 정확하게 도출하는 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모형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요하고 필수 인 정보가 된다. 따라서 모

든 모형은 모형의 특성에 따라 세부 인 방

법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형의 성능을 악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성능평가의 결

과를 모형의 측오차( 는 신뢰구간)로 제시

되어 져야 한다. 한 모형의 결과는 입력 

자료의 직 인 향을 받으며, 입력자료 

자체도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질 수 있기 때

문에 가능한 입력 오차범 에 한 모형 출

력결과의 민감도 분석(결과변동 범 ) 결과도 

모형의 성능평가 정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GIGO 개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모형의 신뢰구간 평가기법은 입력 자료

의 신뢰구간 평가 단계와 모형을 이용한 출

력결과의 신뢰구간 평가 단계로 구분된다. 

  구체 으로 모형을 환경 향 평가모형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히 연안의 수질환경을 모

의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경우 가장 표 인 

모의 수질항목은 수온, 염분, BOD(COD), 

DO, 양염류 항목 등이 된다. 

  수질항목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속,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역 환경기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 인 항목과 부 양화 련 항목으로 제

한한다(부 양화 모형  조모형의 심이 

되는 항목은 식물 랑크톤이지만 모형에 따

라 탄소단 로 환산되거나 엽록소 농도로 환

산하기도 한다).  

2. 연안 환경평가 모형

2.1 모형의 구조

  연안의 환경 향 평가 모형은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오염물질의 확산모형이다. 연안 개

발 사업이 수질환경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

하는 모형으로 사업 ·후의 수질항목의 농

도변화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단기간(15일-1달 

정도의 시간규모)라기 보다는 최소 1년 정도

의 시간규모에서 단하는 수질 환경의 농도 

 양상변화가 해당된다. 따라서 모형을 이

용한 향평가 이 에 요한 것은 사업 수

행 의 표 인 오염물질 농도분포  오

염물질 농도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측 자료의 통계 인 

분석을 통하여 수행된다. 기존 측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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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showing interrelationships of the state variables in water quality model

            (Chen et al., 2011)

부족한 요한 지  는 기 이 되는 지  

등은 별도로 추가 측을 수행하여 분석하여

야 한다. 모든 측 자료는 표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본의 개수에 해당하는 측빈도(회

수)에 따라 신뢰구간이 결정된다. 측 자료

를 이용한 사업 의 수질 환경 농도분포는 

모형과는 측빈도와 련된 오차범 를 가

지게 되기 때문에 그 오차범 가 허용할 만

한 오차범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오차범

를 만족할 만한 정도로 측을 추가로 수

행하여야 한다. 허용할 만한 오차범 는 실

질 으로 매우 요하지만 과학 으로 결정

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연구과제에 해

당되기 때문에 략 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 략 자료의 분산에 비례하는 수

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료

의 변동성분이 증가할수록 그 오차범 도 증

가하기 때문에 허용할만한 오차범 도 특별

한 과학 인 기 이나 생물학 인 요구사항

이 없는 경우에는 분산에 비례하여 설정한

다. 는 정규화(normalization,     )

한 변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 을 사용할 

수 도 있다. 이러한 허용 변동 범 는 수질

항목에 따라 차이를 둘 수 도 있으나, DO 

농도의 경우 연간 변동범 의 10-20% 정도에 

해당하는 1-2mg/L 정도로 허용 오차범 를 

설정할 수 도 있으며, COD 농도의 경우에는 

연간 변동범 가 5mg/L 수 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범 를 0.5-1.0mg/L 수

으로 허용오차를 설정할 수 도 있다. 측 

자료에 용하는 허용오차 범 를 넘어서는 

성능을 나타내는 모형은 있을 수 없다는 것



Fig. 2.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computed salinity (Blumberg et al., 1999)

을 제로 하는 경우, 모형의 요구 성능은 

측 자료가 가지고 있는 신뢰구간보다 좁

은, 작은 오차범 를 달성할 수 없다.

2.2 모형의 입력자료

  환경 향평가 모형의 표 인 입력 자료

는 흐름정보이다. 모형에 따라 수온  염분 

분포를 모의하기도 하지만 수온  염분 정

보  기상자료도 입력 자료에 해당하는 경

우도 많다. 환경 향평가 모형의 입력 자료

도 다양한 측자료 는 모형의 구조에서 

요구하는 조정매개변수(tuning parameter)도 

일정한 오차범 를 가지기 때문에 입력 자료

의 오차 범  분석도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

서 모형의 측성능은 모형이 구조 으로 제

어할 수 없는 측 자료로부터의 오차  모

형 입력 자료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이 오차범 보다 작은 오차범 를 가지는 

성능은 기 할 수 없으며, 기 할 수 도 없

다. 오차의 이다. 

3 모형의 보정 및 검정 (calibration and 
validation)

 환경 향 평가 모형(이하 수질모형)은 연안 

개발사업 는 어떠한 인간 활동에 따른 환

경변화를 측하는 모형으로 사업 의 주요

한 수질항목의 농도분포와 변동양상을 재

하는 부분과 아직 실 되지 않은 사업 후의 

환경변화를 측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사업 후의 환경변화는 미래의 재 이기 

때문에 어느 구도 정답을 알 수 없지만 

재 수질 모형의 재 수 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환

경변화 측은 재 사용하는 수질모형의 

재 수질항목 농도 분포(공간 인 변화)  시

간 인 변화양상을 재 하는 수 평가, 측 

오차를 분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어떤 

해역의 환경변화를 측하기 하여 사용하

는 수질모형의 신뢰구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모형을 이용하여 측한 모든 결과를 어

느 정도나 신뢰하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기 때문에 낙 으로 보는 경우에는 잘 맞

을 수도 있으나 비 으로는 엉터리 결과가 

될 수 도 있다. 물론 일반 인 기존의 측 

자료 변동양상으로부터 정성 인 변화 양상

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정성 인 변화도 실

질 으로는 아주 큰 오차범 를 가지는 정량

인 결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구

간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여야 한다.

  수질모형의 보정  검정은 모형의 보정 

 검정을 한 자료 확보에서부터 시작된

다. 수질모형의 보정  검정은 독립 인 과

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세트 이

상의 연간 수질변동 측정 자료가 요구된다. 



Fig. 3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computed water quality constituents (Chen et al., 2011) 

한 수질모형에서 모의하는 수질항목이 동

등한 요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모든 모의항

목에 한 측자료 세트가 구비되어야 한

다. 모의 수질항목에서 요도가 다른 경우

에는 요한 수질항목에 한 측 자료는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수질모형의 성

능평가는 수질항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

다.  

4. 결론 

  환경변화 측 모형은 다양한 수질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보정  검정

을 모든 모의 항목에 하여 등한 수 으

로 하는 것은 비효율 이다. 따라서 환경 변

화 측 모형의 보정  검정에 앞서 가장 

심이 되는 모의 수질항목을 설정하고 그 

항목을 심으로 모형의 보정-검정 과정을 

확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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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결합모델을 이용한 수 방류 온배수 확산 측

Prediction of Heat Dispersion of Submerged Thermal Discharges 

using a Dynamic Coupl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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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 부분의 발 소들은 기존의 연안 표층방

류방식 신 상 으로 수온이 낮은 외해 층에 온배

수를 고속으로 방류함으로써 온배수로 인한 환경 향

을 감하려는 수 방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온배수 확산 측에 리 활용되어 

온 3차원 수치모델(quasi 3D hydrodynamic model,

: EFDC, Delft3D-FLOW 등)은 역 확산범 를 측

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정수압(hydrostatic)을 가정하여 

수직가속항(vertical acceleration)을 무시하는 모델자

체의 특성 때문에 방류모멘텀(initial momentum)과 부

력(buoyancy)이 기 온배수 희석에 크게 작용하는 수

방류 온배수의 배수구 인근에서의 격한 난류혼합 

상을 재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Ziji, 2002; 황과

김, 2011). 

수 방류 온배수의 이동과 확산 해석에 있어 시·공

간 규모가 크게 다른 근역과 역에서의 물리 상을 모

두 잘 재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근역모

델로 리 사용되어 온 CORMIX (미국 MixZon사 상용

모델, Jirka et al., 1996)와 Delft3D-FLOW (네덜란드 

Deltares사 상용모델, Deltares, 2011)를 동  결합한 

KECTRM-3D (KEPCO E&C 3D Thermal Recirculation 

Model)를 개발하 다. 

그리고 개발한 모델의 계산결과를 실제 온배수를 수

방류하는 발 소에서 장 측한 유속  수온분포 

자료와 비교하여 모델의 용타당성을 제시하 다.

2. 개발배경

수 방류 온배수는 높은 기희석 효과를 얻기 해 

고속으로 방류하며, 이때 발생한 방류모멘텀과 부력이 

지배하는 근역(near field)을 형성한다. 근역에서는 작

은 범  내에서 강한 운동량에 의한 격한 난류혼합이 

일어나므로 역에서의 온배수 이동·확산에 비해 시·

공간 인 규모가 매우 작으며, 이를 해석하기 한 별

도의 근역모델이 필요하다. 

Roberts et al.(2010)은 근역모델을 거리축 /연행 모

델 (length-scale / entrainment model)과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모델로 구분하 는

데 거리축 /연행 모델은 수리실험 결과를 차원해석하

여 수립된 이론식(semi empirical equation)을 이용

하는 방법이며, CFD 모델은 정수압 가정이 없는 

RANS(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다. 두 모델은 모두 근역해석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확도를 제공한다(황과김, 2011).

하지만 역해석의 측면에서 거리축 /연행 모델은 

제한 인 조건하에 수립된 근역 수리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역 상을 모의할 수 없으며, 3차원 역 수

치모델과의 결합(coupling)이 필요하다.

한편, CFD 모델의 경우 근역과 역에 동일한 방정

식을 용하므로 역으로 확장된 해석이 용이하나 계

산시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조류 회유거리 이상의 

넓은 역에 해 소조기를 포함하는 장기간(15일 이

상)의 측이 필요한 온배수 확산 향 평가에 있어서

는 재 하드웨어 기술로는 합하지 않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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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near- and far-field model based

            on performance

근역과 역에 해서 특화된 각 모델의 장 을 반 하

고 한계 을 극복하기 해 근역모델(거리축 /연행 모

델)과 역모델( 3차원 수치모델)을 결합(coupling)하고

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Adams and Cosler, 

1987; Blumberg et al., 1996; 서, 1998; Zhang and Adams, 

1999; Kim et al., 2004; Bleninger, 2006), 결합모델은 각 

역에 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계산 

소요 시간이 작아 장기간의 측이 필요한 온배수 확산

향 평가에 합하나, 그 동안 기술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상용모델이 개발되지는 않았다.

한, 앞서의 연구들은 일방향 결합(one-way 

coupling) 는 동 결합(weakly dynamic coupling) 

방법을 용한 것으로 매시간 변화하는 실제해역에 

용하기 어려운 이 있었다.

이러한 을 보완하여 Choi et al.(2007)은  수 에서

주 수와의 연행을 고려하는 DESA (Distributed 

Entrainment Sink Approach) 동  결합 기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DESA 기법을 활용하여 동  

결합모델 KECTRM-3D (KEPCO E&C Thermal 

Recirculation Model 3D)을 개발하 고, 실제 해역에 

한 용성을 검토하 다. 

3. 동적 결합모델

3.1  DESA 동적결합 기법

Fig. 2. Representation of plume mixing by diluted source

            ow and entrainment sinks along the jet trajectory

            (choi et al., 2007)

근역 부력 제트가 주 수(ambient water)에 미치는 

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난류 제트의 연

행에 따른 연행 손실(entrainment sink)과 2) 희석 방류

수의 유입(diluted source flow)이 그것이며, 제트의 궤

을 따라 난류 혼합이 큰 기 근역에서는 1)번의 과정

이 지배 이며, 기운동량과 부력이 소멸되는 간역 

는 원역에서는 2)번의 과정이 형성된다(그림 2).

연행량은 희석율(dilution rate)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각 궤 에 해당하는 원역모델의 격자에서 연행손

실 유량( )과 농도 럭스( )는 아래와 같다.

 ×


  

여기서, 는 근역모델에서 궤 을 따라 계산된 희

석율  이  격자와 해당 격자간의 희석율차이며, 


는 기 방류량이고,  는 해당격자의 농도이다. 

온배수가 근역을 벗어나면 원역모델에 희석된 방류

수가 유입되며, 유입량( )과 유입농도 럭스( )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이러한 결합방식을 통해 결합과정 에도 질량과 열

량이 보존되며, 수 방류 방식의 특징인 층에서의 강

한 난류혼합으로 인한 높은 희석 효과를 모델에 반 할 

수 있다.

한, 기존의 결합방법이 결합 치를 간역에 해당

하는 수면으로 산정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트의 방

류모멘텀이 소멸되는 지 에서 온배수 룸 두께를 해

당하는 수직셀에 분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Fig. 3)

Fig 3. Representative selection of coupling location
 

3.2  동적 결합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는 DESA 기법을 용하여 동  결합모

델을 개발하 으며, 근역모델은 거리축  모델  근역 

온배수 확산에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상용모델인 

CORMIX v8.0 GTR(Jirka et al., 1996)을 활용하 고, 원

역모델은 3차원 동수역학 모델  신뢰성이 입증된 

Delft3D-FLOW(Deltares, 2011) 상용모델을 이용하

다. 각 상용모델은 동  결합을 해 상호간의 입출력



을 교환할 수 있도록 수정하 으며, 한 다수 호기가 

한 부지에 혼재한 국내 발 소 환경을 고려하여 동시에 

여러 호기의 다 방류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

다(Fig. 4). 

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dynamic coupled 

Delft3D-FLOW and CORMIX model algorithm

4. 검증실험

4.1 온배수제트 궤적 및 희석온도
수립된 동  결합모델을 CORMIX 근역해석모델의 

해석결과와 비교하 으며, 기존에 온배수 해석에 활용

된 원역모델의 결과와도 같이 비교하 다.

직선수로에서 일정수온 15℃, 유속 0.15m/s의 주

수 조건 하에 2.5m 직경의 4개 수 방류구에서 방류량 

60㎥/s, 방류수온 25℃로 방류하는 조건이며, 방류방향

은 주 수 유향에 수직으로 방류된다.

Fig. 5. Comparison between dynamic coupled model and 

CORMIX result(upward figure); Surface 

temperature along the channel(downward figure)

Fig. 5는 각 실험 결과의 확산거리에 따른 연직수온 

분포 비교이며, 동 결합모델의 확산분포와 CORMIX

에서 계산된 희석온도 15.5℃ 등수온선(검은선)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계열로 제시된 수면온

도도 동  결합모델(검은선)의 결과는 CORMIX 결과

(붉은선)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기존 

역모델의 결과는 방류 치가 수면에 치할 때( 란

선)는 물론 층에 치한 경우(녹색선)에도 희석온도

가 과 평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 현장관측 근역현상 비교
운 인 발 소 수 배수구 면 근역에서 5일간 

측된 유속과 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근

역 특성을 분리하 으며 이러한 근역 특성이 동 결합 

모델에서도 재 되는지 확인하 다.

조사해역의 방류조건은 낮은 수심에 비해 비교  방

류량이 많은 조건이기에 연직 완 혼합이 측되었으며, 

이는 동  결합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재 된다(Fig. 6). 

Fig. 6. Comparison of vertically fully mixing nearby 

thermal discharge between observed current(up) 

and calculated thermal discharge (down)

발 소 가동에 따른 수온상승 온도가 7~9℃일 때 해

수면 도달시 희석된 수온상승 온도는 0~2℃ 으며, 이

는 수 방류에 따른 희석율이 거의 반 되지 않았던 기

존의 역모델 측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러한 희

석율은 수온성층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성층이 

클수록 희석율 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

구에서 용된 DESA 기법은 이러한 과정을 히 잘 

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수 배수 특성을 반 한 온배수 확산 측을 해 근

역과 역을 동시에 해석하는 동 결합모델을 개발하

고 장 측 결과와 비교하 다. 새롭게 개발된 모델은 

실제 해역의 근역물리 상을 히 재 할 수 있으

며, 기존의 정수압 가정을 용한 역모델과는 온배수



의 수면도달 치, 희석율, 온배수의 수직 분포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Fig. 7).

Fig. 7. Vertical thermal discharge distribution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model (3D hydrodynamic 

model) and dynamic coupled model

기존 측 방법의 경우 방류된 온배수는 방류모멘텀

이 반 되지 않아 방류와 동시에 수직상승하며 따라서 

온배수는 수면에 고수온으로 머무르고 층에는 온배

수의 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

만, 실제 측 결과 수 배수 인근에서는 강한 방류모

멘텀으로 인해 수직 인 완  혼합이 일어나는데, 동

결합모델은 이러한 근역물리 상을 정확히 재 하며, 

이로 인해 수면에서 고온수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층에 치하는 수 취수구에는 악 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동 결합모델은 근역물리 상을 반 한 온

배수의 정확한 확산 측에 합하며, 기존의 역모델

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어 온배수 확산 측 실무에 다

양하게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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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의 망간 집 기 주변 해수 유동장 해석

Flow Field Analysis around Manganese Collecting Device

in Deep-seawater

고동휘1, 이상호2, 정신택3, 조홍연4

 Dong Hui Ko1, Sang Ho Lee2, Shin Taek Jeong3 and Hongyeon Cho4

1. 서론

최근에 이르러 심해의 망간단괴의 자원 개발에 한 

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련된 연구가 다양하

게 수행되고 있다. 속 물이 육지보다 하게 높은 

심해의 망간단괴 자원 개발은 주로 해 의 채집장치인 

집 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변 해류의 이동  환경에 

따라 크게 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심해  환경변

화의 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 인 채 기술 개발

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해수의 환경 변화에 한 기

인 자료 분석이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발을 해서는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사  검토가 구

체 으로 수행되어져야 하지만 체 으로 복잡한 메

카니즘으로 구성된 해수 유동장의 특성에 따라 이에 

한 정확한 분석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인 망간 채집장치의 제작  작동 

에 기 인 설계단계에서 수치모형 실험을 바탕으

로 여러 가지의 특성을 효과 으로 악하여 이에 한 

환경 인 향을 측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망간단괴의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로 인한 집 기 주변의 해수 유동장 특성의 변화

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심해 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망간 집 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이 분출될 때, 

이로 인한 시간 별 해수 유동흐름의 특성 변화를 측

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수유동의 환경 인 향

에 한 분석과 함께 효율 인 망간단괴 집 기의 설계 

 최 화에 필요한 기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2. 연구 방법

2.1 실험내용

심해  물자원 개발에 따른 해양 물리 변화를 검토

하기 하여 수치모형 실험을 수행하 다. 망간단괴 채

집 장치의 크기  형상은 Fig.1 과 같이 폭 2 m, 길이 3 

m, 높이 2 m의 직육면체 모형으로 가정하 으며, 유출 

단면은 폭 2 m, 높이 0.1 m의 직사각형 단면으로 설정

하 다. 한 이러한 집 기의 출구단면을 통해 해수가 

0.35  (유속: 1.75 m/s)의 유량으로 일정하게 배출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Fig. 1 Manganese collecting device geometry.

심해 해수의 물성치는 Table 1의 물성치표를 이용하

여 도와 도를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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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awater properties

온도(℃) 비 도(Pa·s)

4.4 1.030 1.54×10-3

15.6 1.027 1.15×10-3

26.7 1.024 0.91×10-3

2.2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망간단괴의 채  개발 

시에 발생하는 집 기의 배출수를 수반한 심해 의 해

수유동은 비정상상태의 난류유동이다.

 

2.2.1 지배방정식

직교좌표계    에서 비압축성 유체의 3차원 흐

름을 해석하기 한 연속방정식은 식(1)~(3)과 같다.









  


  


  







        (1)

여기서, 

 는 체 비 (Volume fraction), 는 도, 

 ,  ,  는 유체가 흐르는 면 비, u, v, w는 유속의 

x,y,z 성분, 


은 질량생성/소멸(Mass source/sink)

항 이다. 한편, 


는 난류 확산 항으로서 다음 식 (2)

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와 같은 계수, 는 운동량 확산 

계수, 는 The turbulent schmidt 상수이다.

비압축성 흐름일 경우의 연속방정식은 다음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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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 식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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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압력,    는 방향 별 체 력항, 

  는 방향 별 성력항,   는 다공질 매체에

서 방향 별 흐름 손실이다. 

난류확산을 산정하기 하여 제공하는 난류모델은 

k-ε, RNG k-ε 모델, LES (Large Eddy 

Simulation)모델 등이 잇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RNG (Renormalization 

-Group) k-ε 모델을 사용하 다. RNG k-ε 모델

은 2-방정식 난류모형으로서 난류 운동 에 지와 그 소

산비와 같은 난류량에 한 평균식의 유도를 하여 통

계  기법을 용하고 있다. 난류확산을 산정하기 한 

단  질량 의 난류운동에 지 식은 다음 식 (7)~(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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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단항이며, G는 부력항, Diff는 확산항, 

D는 난류에 지의 소실항이다.

2.2.2 수치모델의 해석알고리즘

본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해 3차원 VOF(Volume of Fluid) 모델을 이용한  

Flow-3D 로그램이 사용되었다. FLOW-3D는 범용 유

체역학 로그램(CFD Cod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으로 해석방법은 기본 으로 비정상 유동 

상태이며, 연속방정식, 3차원 운동량 보  (Navier- 

Stokes)방정식  에 지 방정식을 유체  열유동 해

석에 사용하고 있다. 한 유체의 난류 유동에는 기본 

수 모형으로부터 RNG(Renormalized Group 

Theory) 모형까지의 난류 방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표면 해석을 해 VOF(Volume of Fluid)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직각 격자 사용시 곡면이나 경사면 등

의 형상을 제 로 구 할 수 없으므로 

FAVOR(Fractional Area/Volume Ratio) 기법을 이용

하여 구조물의 형상을 정확히 표 하고, 비압축성  

압축성의 계산 시 해석 속도를 증진시키기 해 별도의 

보조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배방정식은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화되는

데, FLOW-3D는 유한차분법에 FAVOR 기법을 도입한 

유한체 법의 근법을 사용하 다. FAVOR은 직각형 

격자 안에 들어있는 일반 형상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각 



직각형 격자의 각 면들이 체 는 일부가 유체가 출

입할 수 없는 물체에 의해 막 있을 수 있다고 정의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직각형 격자에서 유동물질이 

차지하는 부피  이 매체가 통과하는 면 이 정의되며 

이 격자 안에서의 질량, 에 지, 운동량들에 한 통과 

면 에 하여 유입량을 고려한 방정식들의 유한 체  

분을 통해 일반 물체 주 의 유동에 한 향을 기

술하게 된다. 따라서 경계 착좌표계의 좌표변환을 하

지 않는 유한차분법 사용 시 요한 문제 의 하나인 

계단형 격자에 의한 결과의 정확도 하부분을 해결하

다(Fig.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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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of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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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

AFtop

AFright

AF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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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Open
VF =

AreaEdgeCell

Area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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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FAVOR scheme.

2.3 수치 모형

 해석을 한 체 인 수치 모형의  구조  조건은 

일반 인 심해 의 해수유동조건을 기 로 하여 설정

하 다. 집 기의 이동속도와 배출수 유량은 각각 0.35 

 , 0.75 m/s 으로 일정하게 가정하 으며 해석 역

은 2.2m × 40m × 20m으로  앞과 뒤로 집 기의 약 5배 

정도의 거리를 선택하 다. Fig. 3과 Fig. 4 는 각각 해석

역의 구조와 계산격자계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격자

시스템은 모두 직육면체격자들로 이루어지며 체 격자

수는 약 34만 개 정도이다. 경계조건으로 입구는 0.75 

m/s의 일정한 유속으로 가정하 으며 양 면은 칭조

건으로 구성하 다. 

3. 수치해석 결과

Fig. 5∼7은 심해 에 치한 집 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의 해수가 계속 분출되는 조건에서 비정상상태의 

주변 해수유동장에서 유선  속도 분포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집 기 주변의 해수 유동장은 분출이 시작

된 뒤 약 20  정도가 경과된 후에 흐름이 정상상태에 

도달함을 볼 수 있다. 해수유동장 내 유선의 분포는 망

간 집 기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향은 집 기의 길이방향으로 면부는 약 2배 정

도이고 후면부는 약 3배 정도의 거리까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망간 채집장치의 형상

Fig. 3 Computational domain.

Fig. 4 Numerical mesh system.

이 직육면체구조로 되어 있어 장치 주변의 일부 역

(장치 앞 바닥 부근, 상부 면과 바닥 면 주 )에서 해수

유동의 와류특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CFD 해석을 통해 심해의 바닥에서 일

정 속도로 움직이는 망간 집 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이 

분출되는 조건에서 시간 별 해수의 유동분포 특성을 수

치해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망간 채집장치의 형상이 직육면체구조로 되어 있

어 일부 역(장치 앞 바닥부근과 윗면, 그리고 뒷 부분)

에서 유동의 와류특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되며 이

는 실제시스템에서 진동으로 발 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추후 구조 인 보완이 필요하다. 

2. 망간 집 기로부터 일정한 유량의 해수 분출이 시

작된 후부터 장치 앞부분에서부터 주변까지 유동장이 

차 변화하기 시작하여 약 20  이후부터는 거의 정 

상상태의 유동분포가 이루어진다.  



Fig. 5. Streamline distributions in the seawater flow 

field at t = 2 sec(Y-Z plane).

Fig. 6. Streamline distributions in the seawater flow 

field at t = 20 sec(Y-Z plane).

Fig. 7. Flow velocity variation in the seawater flow 

field at t = 20 sec(Y-Z plane).

 

체 인 유동장 특성 련 해석 결과는 CFD 해석의 

난류  입구조건 등의 모델링기법과 직 으로 련

이 되어 있는 만큼 실제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

으므로 추후 실험데이터와의 보정을 통한 해석기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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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에서는 연평균 3천톤 이상의 설토가 발생하

며,  설토 처리 황은 부지 매립  외해투기에 의존

하고 있다. 재 설치 운  인 국 19개소 설토 투

기장의 잔여량은 매우 부족하여 극 인 처리와 재활

용 증 를 통하여 그동안 폐기처분되어 왔던 사토의 양

을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기본 으로 오염된 

설 퇴 토에 하여는 친환경 인 정 처리 후 재활

용 는 매립 등을 통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나, 국내의 

각종 규제 등에 의한 매립 부지의 한계와 사업규모에 

따른 막 한 양의 설토를 감안하 을 때, 기존의 처

리방법을 신할 수 있는 친환경 설토 처리방안의 모

색이 필요하다. 세계 설 매립 시장 규모는 58억 US

＄(2000년)에서 132억 US＄(2007 )으로 증가 추세이며, 

지역별로는 동(33%), 국(16%), 아시아(7%)가 차지

하고 있다. 동지역 설시장은 두바이 등의 연안개발

에 의한 설 증으로 2000년 0.3억 US＄에서 4.3억 

US＄로 약12배의 성장을 하 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에 지 소비감소와 고효율화, 녹

색기술과 청정 에 지로 표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

한 시 에서 본 연구단은 친환경 이고 녹색성장을 

한 설매립 련 기술의 분야에서 실제 설계 시공시

의 환경, 건설등의 문제 을 측하여 해결하는 기술 

  기계, 기 자, 생태 등이 목된 융합기술의 국내 

기술의 발 과 확보를 해 설 매립 련 설토 확보

-이송-매립- 장 용과 련하여 “One Package 

Solution” 방법으로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Fig. 1. 지역별 준설 시장 규모

Fig. 2. 목적별 준설 시장 비교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년직연구원 / glyoon@kiost.ac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선임연구원 / omyhak@kiost.ac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책임연구원 / oskwon@kiost.ac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연구원 / jhjoo@kiost.ac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연구단 및 연구개발

2.1 연구단 비전 및 목표
설토 확보, 매립  이송기술 연구단의 비 은 “향

후 5년 이내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실용화하여 2020년

까지 로벌 마켓을 주도할 수 있는 탄소 녹색 융합 

설매립기술 확보”이며, 연구단의 목표는 1) 설  

매립기술 분야에서 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고 

해양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탄소 녹색 설매

립기술 개발, 2) 설토 조사/분석/정보화 기술 개발, 3)

설시 오염을 최소화하고 설매립토 이송, 운반기술

과 연계된  모듈식 설선 장비 개발(운송거리 30km이

상 ), 4) 설토 재활용 비율이 향상되는 세척/선별 기

술 개발, 5)BIM기반 효율  설토 매립 기술 개발, 6)

친환경 다기능성 고화제 개발로 오염 설토 안정화 기

술 개발, 7) 설매립 통합 운 리체계, 설․매립기

술 지침(안) 개발, 8)Test-Bed를 통한 친환경 설, 매립

기술 실용화이다. 연구사업의 핵심가치는 1)국토해양

부의 녹색성장산업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 지로 신성

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 국가발  기술로 발 할 수 있

는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의 발 에 필수 인 법․제도 

제정에 이론  토 를 마련하고, 2) 기본 으로 오염된 

설 퇴 토에 하여는 친환경 인 정 처리 후 재활

용 는 매립 등을 통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나, 국내의 

각종 규제 등에 의한 매립 부지의 한계와 사업규모에 

따른 막 한 양의 설토를 감안하 을 때, 기존의 처

리방법을 신할 수 있는 친환경 설토 처리방안의 모

색 필요하며, 3)과학기술과 환경경  분야를 극 화하

고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기술 확보를 통하여 국 

등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한 개도국  외국시장에 진

출할 경우 설매립 시장 확   시 지 효과기 하

고, 4)국내 설시장에서 설  유지 설 분야 외에

도 외국시장의 향후 연안개발  유지를 한 설 시

장이 차 확 되므로 처할 수 있는 기술개발하는 것

이다.

2.2 연구단 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연구단의 과제 구성  주요연구 내용은 1세부과제

는 친환경 설토 확보  매립기술 개발이며, 세세부 

과제로 (1-1) 설토 조사/분석/정보화 설 시스템 개

발, (1-2) 설토 세척·선별  속활용을 한 녹색기

술 개발, (1-3) 매립 시뮬 이터를 이용한 녹색매립시스

템 개발, (1-4) 친환경 다기능 제재를 활용한 매립생태 

안정화 기술 개발이 있다. 2세부과제는 효율  설토 

이송  운반장비 기술 개발이며, 세세부 제로 (2-1) 

설토 고효율 이송기술 개발, (2-2) 고효율 설토 이

송을 한 설선 모듈  이송시스템 개발이 있다. 3세

부과제는 친환경 설매립 장 용 기술  지침 개발

이며, 세세부 과제로는 (3-1) 설매립 장 용 기술 

용 지침 개발, (3-2) 녹색 설매립 요소기술 용을 

한 Test-Bed 기술이 있다. 

회(1차년도) 수행 인 연구단 컨소시엄은 1세부

과제  (1-3)과 (1-4)로 친환경 설토 매립 기술에 해

당되며 주요내용은 매립 시뮬 이터를 이용한 녹색매

립시스템 개발과 친환경 다기능 제재를 활용한 매립생

태 안정화 기술 개발이다.

연구단 추진 략  로드맵은 1단계로 3년간 요소기

술개발을 추진하며, 이후 2단계로 2년간 테스트베드에 

용하여 개발기술을 검증하여 실용화하며, 이후 3단

계로 기술이 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하는 단계  추진

략을 수립한다. 1세부과제와 2세부과제에서 개발된 

요소기술은 3세부과제를 통해 장 용을 통한 실증이 

이루어지고, 실용화를 한 지침이 개발될 정이며, 

이를 통해 녹색 설매립기술의 개발이 완성된다.

개발기술은 장검증과 논문, 특허, 지침개발,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후속연구, 기술이 , 사업화를 추진

한다.

Table 1. 연구단 세부과제 구성

Fig. 3 연구단 추진전략 및 로드맵



Fig. 4. 연구단의 연구성과 활용방안

     

Fig. 5. 연구단 성과에 따른 기대효과 

2.3 연구내용 및 범위

회(1차년도) 수행 인 연구단 컨소시엄의 연구내

용  범 는 매립 시뮬 이터를 이용한 녹색매립시스

템 개발  친환경 다기능 제재를 활용한 매립생태 안

정화 기술 개발이다. 

매립 시뮬 이터를 이용한 녹색매립시스템 개발에

서 1)친환경 설토 특성에 한 D/B구축을 하기 해 

설토의 지역별 특성평가  오염도 황조사, 설토

의 지역별 특성평가  오염도 황분석  정리, 설

토 지역/해역별과 특성별 DB구축을 수행하고, 2) 설

토 매립 거동 측 시뮬 이터 개발하기 해 설토 

매립시 퇴  특성에 한 연구  해석기술개발, 설

토 매립시 침강·자 압 ·장기침하 거동 특성에 한 

연구  해석기술개발, 설토 매립거동 측 시뮬 이

터 개발  시스템의 일반화/실용화 기반구축을 수행

하며, 3)BIM기반 설토 매립 ICT 시공 / 모니터링 시

스템 개발을 하기 해 BIM 기반 구성 모듈개발  최

 계측기 선정, BIM 기반 구성 모듈개발  계측분석 

로그램 개발, BIM 기반 통합 Station 구성  계측 모

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친환경 다기능 제재를 활용한 매립생태 안정화 기술 

개발에서 1)다기능성 고화처리기술 개발을 해 다기

능성 경량혼합토 개발, 다기능성 경량혼합토  고화처

리기술개발, 경량혼합토를 활용한 차세  연약지반개

량공법 개발을 수행하며, 생태무독성 바인더를 이용한 

생물 이 최소화 기술 개발을 해 생태 무독성 고화재 

제조를 한 요소기술 확보, 설토 고화체의 용도다양

화를 한 지반공학 안 성  생태무독성 평가, 상용

화 시스템 구축  장 용성 평가을 수행하며, 생태

기능을 활용한 자연 감  환경유출 감 기술 개발을 

해 탐사기법, 고분자 재료에 한 기 자료 확보  

실험계획  비, 실험실 규모의 실내 시험 수행  정

화  탐사기술 확보, 형 토조를 활용한 개발 기술

의 장 용성 검토/보완를 수행한다.

Fig. 6. 매립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녹색매립시스템 개요

Fig. 7. 생태무독형 지반고화제 기술 개요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3.1 활용방안
국내의 경우 인천 공항 매립지, 부산 신항 매립지, 새

만  매립지 등의 형 매립지반이 조성되어 각 지반과 

련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국내 장의 설토

에 한 D/B를 구축함으로써 각 장의 연구에서 용

된 시험  해석방법의 체계를 통일할 수 기반 구축한다.



친환경 매립 기술의 용성 평가  형 매립 장

비 효율성 평가를 하여 실제 장 조건을 고려한 사

 가상 매립 시뮬 이터 용으로 경제 이며 신뢰성 

있는 사  평가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안 매립 시 ICT기술을 용한 매립지 물리  특성

평가  오염도 모니터링 기술을 용함으로써 친환경

이고 효율 인 매립 리시스템으로 활용가능 하다.

다기능성 고화처리재를 이용하여 여수, 목포, 인천, 

고  등 항만 재개발 지역에서 설슬러지를 고화하여 

항만배후단지  매립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다.

해안  항만건설/개발시 인공습지, 매립지, 서식지 

 인공섬 개발 사업 등에서 생태친화 기술로 용 가

능하다.

3.2 기술적 기대성과 
모니터링으로 통합 리 시스템의 개발로 정량  설

계, 설  운반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환

경 친화 인 설토 운반시스템  장비의 개발로 설

에 따른 환경 오염문제 해결할 수 있다.

녹색정화 처리 후의 설토의 물리 화학  특성 평

가와 설토 성상  녹색정화 처리 효율에 따른 설

토 활용방안 제시가 가능하며, 설토  복합오염토 

정화공법  기술개발로 환경친화 인 녹색물질인 양

친성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여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

다.

3.3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연안 설에 따른 설토를 성토/복토재

로 재활용할 경우, 새만  매립사업에서 산정된 원거리 

설에 의한 성토단가의 77%수 의 비용으로 매립할 

수 있다.

설토 녹색매립기술은 오염원 안정화  생태활성

화 기술로 련 환경시장(토양정화 시장)은 2008년 

3,38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오염토양 정화기술 수

은 선진국의 약 50%내외 수 으로 10~15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서 설토의 생태안정화 기

술로 기술격차의 감소효과와 기술수입 체효과를 

릴 수 있다.

설토의 조사  처리기술과 설토의 재활용을 통

한 자원화 등으로 설토를 확보할 수 있으며 매립재료

를 체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 수 비용에 

하여  20%이상 감 효과를 부가 으로 가져올 수 있

어 매우 경제 이다.

효율  시공 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에 지 사용량

이 어들어 탄소 배출  공사비 감에 정 인 효

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 된다.

4. 제언

설토 확보, 매립  이송기술 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친화경 설토 확보, 매립  30km 이상  이송 기술 

개발 연구단에 해 소개하 다. 연구단의 비   목

표, 연구단의 과제 구성  추진 략, 연구 내용  범

, 활용방안  기술  경제  기 성과를 통해  국내

의 설매립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목 이다. 연

구개발 기 단계에 있는 만큼 연구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많은 학술  노력과 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연구단 구성원들과 문가들을 통해 연구 과

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여 친환경 설 매립 분야의 기

술 발 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해본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환경친화

적 준설토 확보, 매립 및 운송거리 30km이상급 

이송 기술 개발 (PM57340)”의 연구성과의 일부

임을 밝히며 재정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2). 환경친화  설토 확보, 매립  

운송거리 30km이상  이송 기술 개발 연구개발 계획

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해양부(2008), 다기능 I-PORT 구축. 한국해양과

학기술진흥원

오명학, 김용성, 박 범, (2006), 지반 오염도 조사를 

한 기비 항/정 용량 측정콘의 용성 평가, 한

국지반공학회 논문집, 제22권 7호, pp.45-54.

윤길림(2003), 설토 재활용 방안연구, 한국해양연

구원 연구보고서, 해양수산부

윤길림(2004), 차세  항만설계기술개발 (IV), 한국

해양연구원 연구보고서, 해양수산부

윤길림(2005), 차세  항만설계기술개발(V), 한국해

양연구원 연구보고서, 해양수산부

윤길림, 김병탁, (2004), 경량기포혼합토의 압축  

강도특성 연구,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 제20권, 제4호, 

pp. 5-13.

윤길림,  김한선(2011), 설토 활용공학, 씨아알



노량해 의 조   조류산정

Tidal Hindcast for the Naval Battle of Noryang

최병호1, 김경옥2, 육진희3, 변상신4, 이안바씨5

Byung Ho Choi1, Kyeong Ok Kim2 , Jin Hee Yuk3, Sang Shin Byun4 and Ian Vassie5

1. 개요

1592년 6월 13일 이순신 장군이 처음 출 한 옥포해

에서 승리한 후 수많은 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8

월 14일의 한산도 첩, 1597년 10월 25일 명량 첩  

이순신 장군이 사한 1598년 12월 16일 노량해 이 주

요한 해 으로 꼽힌다.

한산도 첩에서는 한산도 앞바다에 집결한 조선수

군은 일본 함 를 유인하여 한산도에 이르자 학익진을 

펼쳐서 포 하 고, 옥선에 비해 격한 회 이 어려

운 일본함 는 도망가지 못하고 격침 는 나포되었다.

명량 첩이 일어났던 명량해 (진도 울돌목)은 수심

이 얕아 실제 배가 항해할 수 있는 폭이 좁고, 빠른 조류

가 흐르는 지역으로 크고 작은 암 가 존재한다. 이순

신 장군은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하여 명량 첩

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이에 한 것은 다수의 역사

학자로부터 설명되었다.

노량해 은 노량(경상남도 남해도와 하동 사이의 해

)에서 매복하다, 새벽 4시에 퇴각하려하던 일본함

를 기습하여 큰 피해를 입힌 해 으로, 총탄으로 인한 

이순신장군의 사망과 함께 7년간의 쟁도 끝이 나게 

되었다.

난 일기에는 이순신장군의 사망으로 인해 노량해

의 교 상황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그 이  까

지는 바람과 조류를 이용하여 작 을 개시한 기록이 다

수 남아 있다. 일본도 역시 조류를 이용한 기록도 존재

한다. 일본의 구루지마 함 는 해 출신으로 빠른 조수

에 익숙하 고, 명량 첩 당시에도 흐름을 이용하여 작

을 진행하 다. 

명량 첩 당일 오  6시 반경, 물길이 서북 방향으로 

흐르는 물로 바 었고, 일본 함 가 조류를 타고 울

돌목으로 와서 해 이 시작되었다. 낮 12시반경에는 반

 조류로 인해 유리한 해류의 흐름을 탄 조선 수군이 

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를 해양조사원의 6개월의 

측과 과거조류 측에 한 연구(변, 2010)를 통해 구제

인 투시간을 제시하기도 하 다.(동아일보, Fig. 1) 

부분의 조화분해  조석 측 로그램은 1900년

도 이후의 측이 가능하며, 변 (2010)은 IOS tidal 

package (Foreman, 1978)과 Task-2000 tidal package 

(Bell et al., 1999)가 이  시기에 한 조석 추산이 불가

능한 원인을 악하 다. IOS tidal package는 조석 추

산을 해서는 율리우스 일(JD)를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하는데, Task-2000의 경우 그 고리력을 직  사

용하여, 1801년 이 의 계산에 제약이 있다.

조석DB  측 로그램인 NAO99b(miz.nao.ac.jp 

/staffs/nao99)는 수정율리우스 일(MJD)를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하나, 수정율리우스 일을 계산하는 루틴

이 1900년부터 2100년 까지만 용된다. 천문변수계산

은 Tamura (1987)의 식을 이용하여 실시간 계산을 수

행한다. 한 윤 도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윤 는 

1900년 이후의 정보만 있어, 1900년 이 의 조석 측을 

해서는 그 이 의 윤  값의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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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명량해전 당시 전투상황과 조류 흐름 (출처: 동아일보)

본 연구에서는 Task2000의 조 측 로그램인 

MARIE의 율리우스 일을 계산하는 루틴  천문변수 

계산식을 수정하여 기원후 이래로 용가능한 포트란 

 델 이 기반의 GUI 조석 분석  측 시스템

(MARIEmod)을 구성하 으며, NAO의 율리우스 일

을 계산하는 루틴을 수정하고 임진왜란 시기의 윤 정

보는 1592~1598년의 평균값인 80 를 이용하 다 

(NAOmod). 이는 조석모델의 개방경계의 입력조건으

로 이용될 수 있다. 

2. 과거조위예측

2.1 날짜체계
율리우스력은 365.25일을 1년으로 삼는 달력으로, 해

당년도가 4로 나 어 떨어지는 경우 365일이 아닌 366

일을 1년으로 하며, 366일인 해를 윤년(Leap Year)라고 

한다. 이 율리우스력은 1582년 10월 4일까지 사용되었

는데, 춘분의 날짜가 실제 낮과 밤의 길이 같아지는 떄

와 같게 되지 않아, 이를 보정한 그 고리안력으로 바

게 되었다. 이때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은 1582년 

10월 15일로 하여 10일의 오차를 보정하 다. 

그 고리안력은 365.2425일로 가정하며, 4년마다 윤

년이 있는 것은 율리우스력과 같은데, 100으로 나 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이 아니며, 400으로 나 어떨어지

는 해는 윤년이 된다.

율리우스 일(Julian Day, JD)은 율리시스력이 시작

된 때(BC4713년 1월 1일 12시)로부터 세어진 날의 수이

며, 단순히 날짜만 세는 것이 아니라 소수 까지 포함

한 시간까지 확장하며, 조석의 계산을 할 때는 율리우

스 일을 이용한다. 재의 달력체계인 그 고리안력

을 율리우스 일로 변환하는 루틴은 여럿 존재하는데, 

방법은 각기 다르나 원리는 동일하다. 

율리우스 일은 정수로 쓰기에는 큰 수이고, 정오(12

시)를 기 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1858년 11월 17일 0시

를 기 으로 한 MJD(Modified Julian Day)를 새롭게 

지정하 다. MJD는 JD와 2400000.5의 차이로 쉽게 계

산할 수 있다.

Table 1. 주요해전 등에 대한 날짜 및 JD와 MJD

음력 양력 JD MJD

B.C.4713 -4712/01/01 12h 0.0 -2400000.5

그레고리안
시작일 1582/10/15 00h 2299160.5 -100840

옥포해전
1592/05/04 1592/06/13 12h 2302690.0 -97310.5

한산도대첩
1592/07/08 1592/08/14 12h 2302752.0 -97248.5

명량대첩
1597/09/16 1597/10/25 12h 2304650.0 -95350.5

노량해전
1598/11/19 1598/12/16 12h 2305067.0 -94933.5

MJD 기준일 1858/11/17 00h 2400000.5 0.0

난 일기 등의 과거기록은 음력을 사용하 기 때문

에 이를 양력(그 고리력)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는 한국천문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음력-양력 변환 

기능을 이용하 다. 한국천문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기

능에는 율리우스 일변환도 제공하나 정수로 제공되

므로, 시각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Table 1에는 그

고리안 시작일 이후의 주요해  등에 한 음, 양력날

짜  JD와 MJD를 제시하 다.

2.2 윤초(△T)
 세계 으로 통용되는 시간체계로 세계시(UT)가 

만들어졌다. UT는 그리니치상에서 태양의 치를 기반

으로 한 시간체계인데 정 도에 따라 UT0, UT1, UT2

로 구분하여 사용하나, 일반 으로 지구의 자 축의 운

동 때문에 생기는 자오선의 변화에 한 보정을 가한 

UT1을 UT로 이용한다. 하지만, 조석마찰과 지구내부 

물질로 인해 느려지는 지구의 자 주기 때문에 정 원

자시계와의 차이를 보정하게 된다. 이 보정값을 윤

(△T)라 하며, 과거는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가

능하나, 미래의 윤 를 아주 정확하게 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과거의 윤

계산 루틴은 http://www.moshier.net/aadoc.html 

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루틴으로부터 계산된 임진왜란 

시기(1592~1598년)의 윤 는 약 80 로 산정되었다.



Fig. 2. 2000년 1월의 조위예측 계산치 (여수)

Fig. 3. 1598년 12월의 조위예측 계산치 (여수)

2.3 조위예측
조 측은 IOS, MARIE  NAO를 이용하여 여수

에 하여 계산하여 비교하 다. 

MARIE  MARIEmod에 입력되는 조화상수는 여

수조 측소에서 장기간 측으로 산정되었으며, 평

균해수면높이인 Z0를 제외한 총 62개의 조화상수를 입

력하여 계산하 고, IOS에는 이  41개의 조화상수를 

이용하 다. Fig.2에는 2000년 1월의 조 측 값을 보

여주는데, 기간  최고조 를 그림에 표시하 다. 

MARIE  MARIEmod는 거의 같은 값을 보여주며, 

ISO와 MARIE 한 2%이내의 차이를 보인다.

NAO에서는 로그램과 함께 제공하는 16개의 주요

분조와 33개의 비주요분조의 조화상수DB를 이용하여 

여수의 , 경도 치의 값을 내삽하여 조 를 계산하

며, 7개의 장주기분조와 5개의 Nodal Modulation값, 

18.6년 주기의 조석평형 12개 항이 이용된다. 조화상수

DB의 경우 조석수치모델과 성자료동화 기법을 이용

하여 제작하여 신뢰성이 높으나, 연안에서의 실제 측

값과의 차이는 존재한다. NAO와 NAOmod(검은선)는 

1900~2100년의 경우 수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동일한 

값으로 계산되며, NAO로부터 측된 여수에서의 조

는 MARIE로 산정된 조 측값과 진폭의 경우 약 

15%정도 크게 산정되지만, 시간은 일치하 다.

Fig. 3은 노량해 이 있었던 시기인 1598년 12월에 

여수의 조 측치이며, 기간  최고조 를 그림에 표

시하 다. 2000년의 경우와 같이 MARIE를 제외하고는 

진폭의 차가 보이지만 상은 잘 일치함을 보이고 있으

며, MARIE의 경우에도 2일의 시간보정을 하면 

MARIEmod와 거의 근사한 값을 보인다.

3. 수치모델 및 과거 조류상황 재현

과거 조류상황을 재 하기 한 수치모델로 

SELFE(Semi-implicit Eulerian-Lagrangian Finite 

Element)를 사용하 고, 경계 역에서 NAOmod를 이

용하여 계산된 수 를 입력하 다. SELFE는 정수압과 

Bouussinesq 근사의 3차원 천수방정식을 기본 방 식

으로 사용한다. 한 수온과 염분을 이송항에 포함하고 

있다.  SELFE는 반음해법, 유한체 법, Eulerian- 

Lagranian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평 좌표계는 비구

조화 격자체계를 사용하고 수직 좌표계는  S, Z  

hybrid 좌표계를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Layer를 가진 2차원으로 계산을 수행하 다. SELFE는 

유한요소 모형의 Galerkin method 사용에 따른 제한사

항과 선형 shape function의 제한사항  일반 인 수

직 좌표계(Sigma, Z-level)의 제한사항이 향상 되었다

(Zhang and Baptista, 2008). 한 반음해법 사용으로 

CFL 조건보다 완화된 DT를 취할 수 있어 계산효율성

이 크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황해  동 국해를 포 하는 역

(Fig. 4)을 채택하 으며, 해 이 있었던 남해역은 상세

하게 해상하는 격자를 구성하 다. 체 인 격자 크기

는 크게는 10km 작게는 남해역은 체 으로는 0.1도, 

남해역은 자세한 150m의 해상도로 19만개의 요소와 10

만개의 으로 구성되었다. 해안선의 경우 성사진

을 검토하여 매립이 되어 있는 지역은 바다로 주하

으며, 이러한 역에 한 수심은 계산 최소수심인 5m

로 설정하 다.



Fig. 4. 조위계산모형(SELFE) 실험영역

Fig. 5. 명량해전 시 조류 재현값

Fig. 6. 노량해전시 조류 재현값
Fig. 5에는 명량해 시 (1597년 10월 25일)의 조류 상

황을 나타낸다. 오  7시 즈음에 물을 따라 일본함

가 울돌목으로 진군하 으며, 오후 1시경 물때가 반

되어 해류를 따라 조선수군이 반격에 나섰다. 

1598년 12월 16일 새벽 4시쯤에 일본군들이 여수쪽

을 통해 퇴각하기 해 노량을 진입하 는데, 이때의 

조류는 강한 썰물의 상황(Fig. 6)으로 물때를 이용하여 

이동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향 측시스템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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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al Simulation in the Gulf of Tonkin and the Red River Delta Using the 

South China Sea Realtime Ocean Tide Simulator

남 국해 상세 조석 모형을 이용한 통킨만과 홍강삼각주의 조석 특성 

시뮬 이션

Jin-Hee Yuk1, Kyeong Ok Kim2, Kyung Tae Jung3, Hyun Woo Kim4 and Byung Ho Choi5

육진희1, 김경옥2, 정경태3, 김 우4, 최병호5

1. INTRODUCTION

The Red River (Song Hong) is the second largest 
river in Vietnam along the coastline where 114 
small and large rivers flow in. Water and 
suspended sediments supplied from two large 
rivers (first largest: Mekong River) considerably 
affect the coastal zones of many countries in 
Southeast Asia (Thanh et al., 2004). The Red River 
flows into the Gulf of Tonkin. The Red River Delta 
is the flat plain formed by the Red River and its 
distributaries joining in the Thai Binh River in 
northern Vietnam. The delta measuring some 
15,000 km2 is well protected by a network of dikes. 
It is an agriculturally rich area and densely 
populated (Wikipedia). 

In this study, the tidal simulation in the Gulf of 
Tonkin and the Red River Delta is performed using 
the real-time ocean tide simulator for the South 
China Sea (Fig. 1). This simulator is developed for 
understanding the tidal propagation for the South 
Asian Seas covering the whole South China Sea 
using high resolution tidal models forced by the 
equilibrium tide and co-oscillating tide at the 
straits. The tidal harmonics for TOPEX/Poseidon 
altimetry and at coastal and islands stations are 
used to give a new set of empirical co-tidal charts 
for principal constituents and can be used to 

improve the hydrodynamic tidal models. Some of 
results delivering tidal predictions over the whole 
area are presented and discussed for distribution of 
tid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tidal 
characteristics in the Tonkin Bay and the Red 
River Delta are also studied using the realtime 
ocean tide simulator and compared with the 
measurement on the Cam River in Hai Phong city. 
Also some of strategy to make real-time barotropic 
forecast are discussed in detail.

2. TIDAL SIMULATION

2.1 The Hydrodynamic Model Description
SELFE (A Semi-implicit Eulerian–Lagrangian 

Finite-Element) model has been used. SELFE 
(Zhang and Baptista, 1999) is an open-source 
community-supported modelling system, based on 
unstructured grids, designed for the effective 
simulation of 3D baroclinic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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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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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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 physical 
formulation of SELFE are described in Zhang and 
Baptista (1999). 

Fig. 1. Tide stations referred to Fang et al. (1999) 
and University of Hawaiian Sea Level 
Center for the tidal elevation comparison

Fig. 2. Mesh system and stations of the Red River

2.2 Model Inputs
The model coverage is shown in Fig. 2. 

Approximate mesh sizes in the regions of interest 
including the Red River and the Red River del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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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Comparisons of M2 tide  

The GEBCO 30” bathymetry dataset was used 
for the depth of model domain. The water depth 
data of the Red River were obtained from the 
spatially dense measurements along the Red River. 
For setting of the vertical coordinate, because the 
barotropic simulation of tides was performed, we 
used the 2D model. Although the freshwater input 
from the Red River reports to be considerable, the 
river discharge is not considered in this study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The tidal boundary 
condition for water elevation was determined from 
8 major tidal constituents of the Japanese 
NAOTIDE database (Matsumoto et al., 2000). 
NAOTIDE is developed by assimilating 
TOPEX/Poseidon altimeter data. The realtime 
ocean tide simulation for the SCS was performed 
using nodal factor and equilibrium arguments. The 
time step was set to 400 seconds. The run length 
was 60 days starting from January 1st, 2009 and 
the initial part of 30 days was discarded. Harmonic 



analysis for 8 tidal constituents was performed 
during 1 month as a preliminary phase of the 
realtime ocean tide model construction.

3. MODEL VERIFICATION

Table 1. The RMSE excluding outliers (including 
outliers in brackets)

Cons. Amplitude (cm) Phase (deg)
M2 21.04 (24.06) 25.9 (43.83)
S2 8.23 (9.08) 29.38 (52.29)
K1 9.51 (10.12) 20.13 (39.08)
O1 10.79 (11.36) 15.99 (34.52)

Fig. 4. Reproduced tidal chart of M2. Amplitude 
(solid lines) in cm and phase (dashed 
lines; Greenwich phase-lag) in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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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tide stations from Fang et al. (1999) and University 
of Hawaiian Sea Level Center. The locations of 
these stations are shown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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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obtained from the 
observation for only 1 or 2 days. The comparison 
was performed using the RMSE (Root Mean 
Square Error) for 4 tidal constituents and the 
stations of outliers are excluded. The outliers are 
determined that the absolute value of the rate 
between the distance with the mean and the 
standard deviation over 2. The stations of outlier 
are indicated in white symbols. Totally 94 data was 

compared with simulation. Fig. 3 shows the 
comparison charts for the amplitude and phase of  
M2. Table 1 shows the RMSE excluding outliers of 
4 tidal constituents and including outliers in 
br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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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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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the discrepancies in all verifications are attributed 
to insufficient model resolution.

Fig. 5. Water elevations of observation of Hawaiian Sea 
Level Center at Vietnamese stations, tide 
prediction without meteorological force, and the 
calculation based on the regional real-time 
barotropic forecasting system

 
4. RESULTS AND DISCUSSION

Fig. 4 shows the reproduced tidal distribution of 
major constituents,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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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to comparison of tidal elevation 
amplitude and phase, we compared the simulated 
time series of water level during September 2009 
with observations obtained from Hawaiian Sea 
Level Center (Fig. 5). The typhoon Ketsana was 



passed through the South China Sea from east to 
west, thus the wind data from ECMWF was 
prepared to surface boundary input during 2 month. 
Some differences are found, however generally the 
simulations are agreed well with observations. The 
differences are attributed to disagreement between 
the observation stations and calculation grid points, 
mis-application of bottom friction coefficient, and 
the effect of shallow water depths. 

Fig. 6. Water elevations at stations (Fig. 2) along 
the Red River

Fig. 6 shows the time-series of water elevation in 
stations (Fig. 2) along the Red River, which are 
also compared with observations. It is difficult to 
compare calculations with intermittent observations 
because of insufficient data, however comparing 
with the continuous observation (at Cont.-Hai 
Phong (Continuous data at Hai-Phong)), the 
calculated water elevations are generally agreed 
with observations. The difference between 
calculations and observations may be due to no 
consideration of  river discharge, slightly 
inaccurate water depth, ignorance of topographies 
of tributaries of the Red River etc.  

5.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real-time barotropic 
tide/waterlevel forecast experiment via short term 
meteorological forecast for the South China Sea 
including the Red River, the Red River deltas and 
the Gulf of Tonkin was performed. The future 
works requires the improved calculation conditions 
such as the river discharge input and the accurate 
topography and bathy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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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 으로 부분의 해안에는 배후지에 식생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식생들은 육지에서 내려오는 하천

수, 빗물, 지하수로 인해 지속 으로 수분을 공 받고 

있어 성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

의 사주(shoal, barrier)들은 육지로부터 1.2~1.6 km 떨

어진 거리의 바다 간에 자연 으로 만들어진 섬으로

서 일반 인 해안지형과는 생성원리가 매우 다르다(유, 

2006). 특히, 육지에서 공 되는 하천수와 염수가 만나

는 지 에 있어서 염생식물만이 생장하며 육상식물은 

서식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

근 몇 년 부터 낙동강 하구역의 사주들  진우도에

서는 육상식물의 성장이 두드러짐을 확인하 고, 이러

한 육상 식물이 성장 할 수 있는 요건은 염분이 거의 없

는 지하수  혹은 내부수 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강 등(1997)은 시간평균된 해안의 지하

수 는 내륙쪽에 강우가 없는 경우에도 평균해수면

(Mean Sea Level)보다 1~2 m 정도 높은 것으로 측되

었음을 보고하 다. 이와 함께 유 등(2010)은 2008년과 

2010년의 진우도 외해방향의 체 해빈에 한 지형측

량을 수행하여 진우도 해빈단면이 퇴 이 우세한 해안

임을 보 고, 진우도 소상  주변에 퇴 되는 표사의 

지반고가 E.L. (+)1.5 m 이상이 되는 지 에서 체 으

로 식생 의 선이 외해방향으로 발달되는 경향이 강

하게 나타난다고 하 다(윤 등, 2010).  

따라서 이러한 사주에 하여, 일반 인 해안의 지하

수 와 진우도 해빈  표고가 E.L. (+)1.5 m 이상에서 

식물이 생장한다는 결과를 종합하면, 식생의 뿌리에 충

분히 수분을 공 할 수 있는 지하수  혹은 내부수 가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단된다. 한 해안선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 와 월 의 향으로 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히 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배후지의 지하수 가 식생의 뿌리에 충분히 도달

할 수 있다면 육상식물도 충분히 생장할 수 있다고 사

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지속 으로 지형

측량을 수행한 진우도 면 해안 에서 식생  발달이 

두드러진 진우도 서측 앙부에 시험구를 설정한 후 해

빈단면  식생  측량을 실시하 으며 이와 동시에 시

험구 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간격의 내부수 계를 

설치하여 동일 측시기에서의 지하수 (내부수 )와 

지형, 그리고 식생  변화량을 산정하고 각각의 인자들

이 식물의 성장과 해빈안정에 한 상호 련성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2. 지형 및 내부수위 계측방법

2.1 시험구 선정
낙동강 하구역의 사주  1919년에 생성된 진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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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ite-A, B in the Jinudo.

Fig. 2. Drawing of survey points and Groundwater 
gauge at Site-A in the Jinudo.

(a) Leveling 

(b) coordinate verification using DGPS

Fig. 3. Photo of surveying with level and DGPS

인간의 경작지로 활용하려고 시도할 정도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한, 유 등(2006, 

2010)이 사주의 발달거리와 해안선 변화량을 분석한 결

과, 지속 으로 해안선이 외해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유 등(2010)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이후로 가장 퇴 이 우세한 지역을 Stie-A, 침식이 우세

한 지역을 Site-B로 설정하 다(Fig. 1). 설정된 시험구

들은 동-서방향으로 10m 간격씩 총 11개 단면으로 이

루어 졌으며, 시험구 내의 식생 선을 측량하여, 식생

 변동까지 계측하 다(Fig. 2). 한, Fig. 2와 같이 해

안선 가까이에 내부수  계측기(GW-4)를 설치하고 이

로부터 육지방향으로 42.10 m거리에 GW-3, GW-3에서 

북쪽 방향으로 40.45m 떨어진 지 에 GW-2, 마지막으

로 41.34m 떨어진 거리에 지하수  계측기(GW-1)를 각

각 설치하 다. 

2.2 지형 및 식생대 측량 방법
시험구(Site-A)에 한 지형측량을 하기 하여, 먼

 유 등(2010)이 수행한 진우도 지형측량 수    

2004년에 진우도에 매설된 도근 (Jin-cp-25)을 기 으

로 벨을 이용하여 해빈의 지반고를 계측하 다. 한 

정확한 측 을 찾아가기 하여  DGPS를 이용하여 각 

좌표 을 확인하고,  사용된 DGPS는 WGS84타원체를 

바탕으로 한 UTM좌표  TM좌표를 기록할 수 있어 원

하는 수치지도  해도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ig. 3). 측량시기는 2011년 10월 9일 지 의 Site-A에 

한 기측량을 실시한 후, 2012년의 4월 8일, 7월 31

일, 9월 1일에 각각 지형측량을 실시하 다. 

2.3 내부수위 및 수온, 염분 관측
Site-A 지 의 총 5개 내부수  계측 을 선정 후 

Diver CTD(CTD-Diver, 50m, Eijkelkamp)를 이용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의 수온, 기

도도  압력값을 측하 다(윤 등, 2013). 내부수

계 설치는 목표 지반고까지 망을 운 다공질 라스틱 

이 를 매설하고 내부에 gauge를 집어 넣어 고정을 

시킨 후 주 지반고와 동일한 높이로 지반을 정리하

다(Fig. 4). Fig. 4에는 각각의 gauge의 센서에 해당하는 

지반고를 나타내었으며, 지반고는 Jin-CP-25의 수



Fig. 4. Schematic diagram of level with ground 
water gauge for cross-section of Site-A.

(a) ②-① (b) ③-② (c) ④-③
Fig. 5. Topographical variation of Site-A each survey.

을 B.M.으로 하여 수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하 다. 내

부수 계의 지반고를 해안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E.L 

(+)로 표시하면 GW-4(0.505 m), GW-3(0.601 m), 

GW-5(0.593 m), GW-2(0.723 m), GW-1(0.722 m)이다. 

3. 시험구 지형변화와 내부수위와의 관계

3.1 시험구의 지형변화량과 식생대 역할
2011년 10월 9일(①) Site-A에 한 기 지형측량을 

실시한 이후, 2012년 4월 8일(②), 7월 31일(③), 9월 1일

(④)에 각각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변화량을 산출하

다. 변화량 계산은 최근 지반고에서 이  지반고의 차

이를 각각의 측 별로 계산하여 Fig. 5와 같이 도시하

다. Fig. 5의 (a)는 ②에서 ①을 뺀 것으로, 식생

(GW-1~GW-3)에서의 지형변화량은 0~10cm 이내로 

히 낮은 반면,  GW-4의 소상  부근에 집 인 침식

이 발생하 다. 반면 (b)는 ③에서 ②를 뺀 것으로 (a)와 

다르게 소상  부근과 비식생 지역(GW-5)에서는 퇴

이 일어난 반면, GW-3~GW-4에서는 약간의 침식이 

발생하 다. 마지막으로, (C)에서는 식생  배후지에 

집 인 퇴 이 발생한 반면, 소상 부터 식생  면

까지 침식이 우세하 다. (c)의 경우는 2012년 8월 2일

에 내습한 10호 태풍 DAMREY(담 이), 8월 28일

의 제 15호 태풍 BOLAVEN(볼라벤), 8월 30일의 

제 14호 태풍 TEMBIN(덴빈)에 의해 지속 으로 

고 랑이 내습해서 소상 와 배후지가 침식되었으나 

식생 에서는 상당한 양의 표사가 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즉, 식생 가 월 제어 효과가 커서 배후지로

의 월  거리를 임과 동시에 표사를 퇴 시켜 염해에 피

해를 충분히 일 수 있는 지반고를 형성한다고 단된다.

3.1 사주의 해빈지형과 내부수위와의 상관성
Fig. 6은 2012년 3번의 지형측량 날짜를 심으로 내

부수 를 구분하여 각 측기간별 내부수 변동값과 

기, 후기 지형변화와 비교하 다. 그 결과, 해안선 가까이

의 GW-4의 최소 수 보다 사구 뒤의 GW-1의 최소 수

가 더 높다. 이것은 사주 심으로 갈수록 수 가 매우 높

아 육상식물이 충분히 살 수 있음을 보여 다. 한, 4월 

8일부터 9월 1일사이의 GW-3 수 는 오목한 지형으로 

인해 강우로 인한 습지가 형성되어 식생에 충분한 담수

를 제공할 수 있어서 사구의 월 제어 기능과 동시에 안

한 담수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사주  진우도에서는 

육상식물의 성장을 확인하 고, 지반고와 지하수 를 고

려하면 육상식물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단하여, 퇴 이 우세한 지역에 시험구

를 설정하고 지형측량을 수행함과 동시에 내부수 를 계

측하여, 지형변화와 내부수 , 식생간의 상호 련성을 

비교연구하고자 하 다.



Fig. 6. Compartive between topographical change and groundwater level each observation time.

그 결과, 진우도의 식생 는 평상시에는 지형변화가 크

지 않고 안정 이며, 지속 으로 내부수 로부터 담수를 

공 받아 성장을 계속하며, 태풍  계 풍에 의한 고 랑 

내습시에는 월 제어효과가 탁월하여 배후지로 향하는 월

량을 여 과 동시에 스스로 표사를 퇴 시켜 염해로부

터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지반고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따라서 자연스스로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형성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친환경 녹색성장 시 에 식생을 이용   

한 해빈안정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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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도 자연해빈 사질토 지반의 입사 랑과 내부수  변동

Incident Ocean Wave and Internal Waterlevel Fluctuation 

at Natural Sandy Beach on Jin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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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안  해안지역은 인간 활동공간과 한 계가 

있으며, 련 기간사업의 발달과 함께 그 이용 가능성

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최근 인간 활동 무  는 생활

공간으로서 요한 연안  해안지역의 개발이 진행됨

에 따라 그 보   안 이 요시 되고 있다. 특히 삼면

이 바다고 둘러싸여있어 우리나라 지형학  특성상 태

풍, 고 랑, 해일 등 해양성 재해로 인한 험에 노출되

어 있다. 

그리고 연안역 내부수  흐름에 한 분석은 그 지역

의  수자원 리  수문학 인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

하는 데 필요하며, 유동하는 내부수 는 랑과 조  

뿐만 아니라 기 요소인 강수, 기압  증발산 등도 혼

합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연안섬에서 복합 인 외력조

건에 의한 내부수 의 변동은 지반 안정화에 향을 미

친다.

 연안역의 자연해빈 상에서 내부수 의 변동 악하

기 하여 입사 랑의 변동과의 계의 악이 요하

다. 과거 자연해빈상의 내부수  변동에 한 연구는 

자연 해빈상의 연구보다는 해안 구조물에서 주로 진행

되어왔다. 해안구조물인 사석방 제에서 내부수 변

동은 침투류 특성이 구조물 면의 수리특성에 향을 

미친다(Ryu, 1984). 한 사석방 제 내부수  변동은

wave  run-up/run-down의 변동시 방 제 내주의 압

력경도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방 제의 안정성에 

향을 미친다(Bruun, 1985). 특히 구조물 내에서 내부수

 상승은 wave run-up의 상승을 유발한다(Jeon et al., 

2002)

 이러한 구조물 상에서의 특성이 자연 해빈 상에도 

유사한 상이 발생할 것으로 단된다. 사질토 지역에

서의 내부수  변동은 매질을 통한 물의 이동  변동

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자연해빈에서의 

내부수  변동은 그 지역의 지형 , 환경 인 안정성 

조사, 수문학 인 외력인자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이

다. 한 시간평균된 해안의 내부수 는 내륙쪽에 강우

가 없는 경우에도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보다 1

내지 2 m 높은 것으로 측되며 이러한 해안의 내부수

상승 상은 주로 랑과 조석의 작용에 의해 나타난

다고 보고되었다(Kang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내부수 상승에 미치는 조석  랑

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낙동강 진우도 해안선의 법선 방

향으로 측  5곳을 선정하여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10개월간의 수온, 염분  압력값을 측하

다. 측값을 토 로 진우도 내의 내부수  변동을 

알아보고자 조 , 랑, 강수량 등의 상 계를 분석

하여 진우도 내부수  변동에 향을 미치는 수문학

인 외력인자를 악하고, 아울러 측 간의 공간 , 

계  분석을 통하여 진우도 내부수  변동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특히, 내수수 의 수리학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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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침투(wave run-up infilteration)효과의 요성

이 강조되는 바, 본 연구에서 swash zone에서의 랑의 

침투 효과를 내부수  측자료를 이용해서 간 으

로 분석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관측방법
낙동강 하구역 진우도 남측 앙부  인근에 총 5개 

임의의 측 을 선정 후 Diver CTD(CTD-Diver 50m, 

Eijkelkamp)를 이용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1

월 15일까지의 수온, 기 도도  압력값을 측하

다. 각 측 간의 거리는 약 40m이며, 각 CTD의 수직 

깊이를 보정하기 하여 측 의  E.L.값을 측정하

다(Fig. 1). 

Fig. 1. Field observation measurement.

2.2 입사파랑
가덕도 내부수 의 불규칙 인 수리학  특성을 분

석하기 해 측  가장 인근에 있는 거제도-bouy(기

상청)의 랑조건과 부산기상청의 강우조건을 나타내

분석하 다. 그리고 가덕도 내부수 의 수리학 인 규

칙 인 특성을 분석하기 해 측  가장 인근에 있는 

가덕도 조  검조소의 조석  기압을 분석하 다.  

한 입사 랑에 따른 내부수 의 변동을 악하기 

하여 랑변형수치 실험을 구축하 다. 사용되어진 

Model name SWAN model(ver.40.72)

Grid 
system

Region (km) 14 × 18.1
Space (m) 50

Number (ea) 101,360 (280×362)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wave
              numerical simulation

Fig. 2. Area of simulation.

수치모델은 SWAN(Simulating WAves Nearshore) 

model(version 40.72)를 사용하 다(Booij et al., 1999; 

Ris et al., 1999). 구축되어진 SWAN 모델의 Spectral 

actional balance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은 랑작용 도(Action density)라고 하

며, 에 지 도를 각주 수로 나  과 같다. 우측

항의 는 랑에 지의 발생(Generation)  감쇄

(Dissipation), 그리고 재분배(Redistribution)에 련된 

모든 물리  과정들을 포함한 원천항(Source/sink 

terms)을 의미하며, 아래의 식으로 표 이 된다.

  ∈               (2)

원천항 는 풍 발생(∈ ), 랑에 지의 비선형

이동( , ), 백 (White-capping), 해 면 마찰 

 쇄 로 인한 에 지 감쇄( , ,  )에 해

당한다. 본 모형으로부터 유의 고 과 평균주기 

는 다음과 같이 스펙트럼 모멘트에 의해 산정하

다. 

    







  


∞



                                  (3)

여기서 는 분산 도스펙트럼이다. 그리고 유의

주기()는 일반 ㅇ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Goda, 

1985). 

≃                                                                 (4)

수치모형 역에 입사 랑경계와 방사경계조건

(Radiation boundary condition)을 용하 다. 다른 

수식이나 변수 등 SWAN 모델에 한 보다 자세한 사



항에 해서는 Booij et al.(2006)을 참조하기 바라며, 본 

연구에서 용된 모형은  낙동강 지역에 용되어진 모

형이다(Kim et al., 2007).

그리고 낙동강하구역에 입사하는 랑의 변형과 함

께 wave run-up을 악하기 하여, 자연해빈상에서 

불규칙 의 wave run-up에 한 연구는 이론 인 

근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한 식은 다음과 같다(Hunt, 

1957). 




                                                                          (5)

여기서 은 run-up 높이 이며, 는 Iribarren 

number( 는 surf similarity parameter)이며 이에 

한 정의는 

 

tan
                                                             (6)

여기서 ( )는 해면경사, 는 심해  고, 

는 심해  주기이다. 

 

3. 결과

3.1 관측결과

Fig. 3. Field observation of internal waterlevel.

낙동강 진우도 내부수 를 나타낸 것이 Fig. 2이다.  

St.4을 제외하고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체 으

로 하계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내측에 

치한 St.1,2,3,5는 불규칙 인 변화를 보이며, 조간 에 

설치한 St.4는 큰 폭으로 변화를 하나 규칙성을 나타내

고 있다(Fig. 3). 

진우도에서 내부수  측기간에 거제도 해양 측

소에서 측된 바람의 바람장미도를 나타낸 것이 Fig. 4

이며, 북서  동북계열의 풍향이 두드러졌다. 풍속은 2

곳 동일하게 5~10 m/s가 주를 이루었다.

거제도 해양 측소에서 측된 유의 고의 경우 동

북동  서남서에서 입사하는 랑이 주를 이루었으며, 

2 m이내의 랑이 주를 이루었으나 동북동 입사 랑의 

경우 유의 고가 2 m이상의 빈도가 크게 나타났다. 유

Fig. 4. Observation of wind on Geje-do buoy.

Fig. 5. Observation of wave on Geje-do buoy.

 Fig. 6. Comparison of tide, wave, precipitation and 
internal waterlevel(St. 1 and St. 4).



  Fig. 7. Wave height distribution Nakdong estuary in 
ENE direction.

Fig. 8. Wave height distribution Nakdong estuary in SW 
direction.

의 주기의 경우 동북동에서 입사하는 랑보다 서남

서측에서 입사하는 랑이 주기가 상 으로 긴 것으

로 나타났다(Fig. 5).  

가덕도의 조석, 강우량  거제도의 랑 조사 결과

와 St.4의 시간별 내부수 를 나타낸 것이 Fig. 3이다. 

조석 시계열과의 비교해보면 St.4은 조석 시계열과 높

은 상 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측 에서의 변동

값은 강우 지속기간  강수량과의 높은 상 성을 가지

고 있다.

랑은 최소 0.2, 최고 9.8m의 고값을 가졌으며, 주

기 최소 2.1, 12.8sec를 보 다. 강수량은 계 인 변화

를 보이며, 분석시기에 한국에 내습한 태풍과도 한 

연 성을 보이고 있다. 증발량은 큰폭으로 변화하고 있

지 않으며, 1～8mm의 범 를 보인다(Fig. 6).

Fig. 9. Measure wave run-up against internal water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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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토 활용을 한 경량재료 응용기술

Light-material utilization on recycling dredged soils

주지형1, 윤길림2, 윤여원3

Jihyung Joo1, Gil-Lim Yoon2 and Yeowon Yoon3

1. 서론

최근 국내에서 해안·항만 건설 장에서 발생하는 

설토를 활용하기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양 

설토를 건설재료로 그 로 이용하 을 시에는 함수

비가 높고 토질이 많은 설토 특성으로 인해 매립이

나 성토를 하 을 경우 측방유동이나 침하 등의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연약지반개량에 발생 

설토나 건설잔토를 활용하고자 설토에 시멘트를 

혼합하고, 경량화를 해 기포 는 폐자원을 이용한 

경량혼합토 고화처리 공법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처음 수행된 연구성과는 윤길림과 김병탁

(2004)과 윤길림과 유승경(2005) 등이 경량기포혼합토

의 압축  강도특성과 장발생토를 활용한 경량기포

혼합토의 강도  변형특성에 해 연구하 다. 그리고 

김윤태 등(2008)이 폐타이어 분말을 이용한 혼합경량

토의 역학  특성 연구를 하 다. 김윤태 등(2007)이 섬

유재를 이용한 섬유혼합 보강 경량토에 해 연구하

고, 송 호 등(2008)과 김윤태 등(2009)의 연구에서 기

포를 첨가하여 반복 실험에 의해 목표 습윤단 량의 

배합비를 산정하 으며, 산정한 배합비의 오차가 송

호 등(2008)의 연구에서 목표 단 량 비 ±5%이내

로 측정되었다. 윤길림 등(2012)은 기포혼합경량토와 

타이어혼합경량토 공시체를 제작하여 단 량과 시

멘트 비에 따른 강도특성과 변형특성을 조사하 다.

국외의 경우에는 일본의 橫田聖哉(1996)과 土田孝 

등(1996)은 기포제를 사용한 기포혼합경량토공법 등을 

연구하 고, Pierce 등(2003)이 타이어를 이용한 경량혼

합토에 한 연구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설토를 활용한 다기능성 고화처리 기

술 연구를 수행하기 해 기존 연구  본 과제와 직

인 연 성이 크고 본 원에서 수행한 연구성과  윤

길림 등(2012)의 타이어 가루를 섞은 경량혼합토의 

단강도  변형특성에 해 시험개요, 시험 결과  분

석에 해 고찰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시험 개요

2.1 재료 특성
 시험에 사용된 설토는 양산에서 채취하 으며, 물

성치는 비  2.643, 함수비 33.36%, 액성한계 26.90, 소성한계 

21.52, 소성지수 5.38, No.200체 통과량 53.54(%)이다. 기포는 

식물성 기포제와 물의 비율을 1:20으로 혼합하여 한국

해양연구원에서 개발한 기포발생장치를 사용하여, 공

기압 3~4하에 발포시켜 사용하 으며, 단

량은 0.37이다. 고화재는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01, 비  3.15)를 사용하 다. 시험에 사용된 폐

타이어 분말은 입자크기  0.105~ 0.420mm, 진비  1.2, 

겉보기 비  0.85, 유효입경()은 0.23mm, 균등계수

()은 1.52, 곡률계수()는 1.12, 단 량은 다짐도

에 따라서 4.00~5.72이다.

2.2 공시체 제작 및 시험
공시체는 직경 5cm, 높이 11cm인 분리 가능한 PVC

몰드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발포시킨 기포를 5분 이내

에 배합하 다. 제작 후 72시간 이내에 몰드 해체를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연구원 / jhjoo@kiost.ac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년직연구원 / glyoon@kiost.ac

3 인하 학교 / 교수 / yoonyw@inha.ac.kr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하 으며, 20±2℃를 유지하면서 수 양생을 하 다. 

기 함수비는 70%로 고정시켰으며, 시멘트는 원료

토의 건조 량에 하여 16%, 24%, 32%로 변화시켰

다. 시험 기의 목표 습윤단 량은  9, 11, 13

으로 설정하 지만, 타이어 분말의 높은 비 으로 인해 

공시체의 자립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타이어혼합경

량토에 해서 13, 15으로 재설정하 다.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은 Geocomp사의 자

동화기기를 사용하 으며, 변형률 1%/min으로 같은 

조건의 공시체에 하여 3~4회 반복 수행하 다. 

2.3 경량혼합토 배합비
 기포혼합경량토(air foam mixed soil)의 목표 습윤

단 량은 식(1)에 의해서 구한다.

γ
g=(

W os+W ow+W aw+W c

W os

G s
+
W ow+W aw

G w
+
W c

G c
+V fa

)  (1)

 여기서, 는 목표 습윤단 량, 는 원시료에 

포함된 흙의 량, 는 원시료에 포한된 물의 량, 

는 추가한 물의 량, 는 시멘트의 량, 는  

흙의 비 , 는 물의 비 (4℃), 는 시멘트의 비 , 

는 경량기포의 체 이다. 경량기포의 체 ()은  

기포의 단 량()에 한 기포의 량()의 비로 

구할 수 있다. 한, 타이어혼합경량토(tire powder 

mixed soil)은 목표 습윤단 량은 식(2)에 의해서 구

한다.

γ
g=(

W os+W ow+W aw+W c

W os

G s
+
W ow+W aw

G w
+
W c

G c
+
W t

G t

)  
(2)

여기서, 기호는 식 (1)과 같고, 는 타이어 분말의 

량, 는 타이어 분말의 비 이다.

경량혼합토 제작을 한 배합비는 식 (1)과 식 (2)을 이

용하 다. 목표 습윤단 량(13 )과 시멘트 비(%)

에 한 경량혼합토 1의 배합비는 Table 1, 2와 같다.

Table 1. 기포혼합경량토 배합비(1)



( )

C 

(%)


(kN)


(kN)


(kN)



( )



( )



( )



( )

13

16 9.31 2.56 1.12 0.497 0.256 0.036 0.211

24 8.93 2.45 1.61 0.477 0.245 0.051 0.227

32 8.59 2.36 2.06 0.459 0.236 0.066 0.240

Table 2. 타이어혼합경량토 배합비(1)



( )

C 

(%)


(kN)


(kN)


(kN)



( )



( )



( )



( )

13

16 6.69 1.84 0.80 3.68 0.357 0.184 0.026

24 6.25 1.72 1.12 3.90 0.333 0.172 0.036

32 5.96 1.64 1.43 4.02 0.318 0.164 0.046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경량혼합토 배합
공시체 제작 후 목표 습윤단 량과 측정값과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기포혼합경량토의 최  오차율이 

2.22%, 타이어혼합경량토는 4.62%로 측정되었다. 타

이어혼합경량토의 오차율이 높은 원인은 타이어 분말

의 높은 비 으로 타이어 분말이 지나치게 배합되어 

유동성을 잃어 다짐효과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3.2 일축압축특성
기포혼합경량토와 타이어혼합경량토의 일축압축강

도는 재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며, 재령 28일을 

기 으로 동일 시멘트 비에서 목표 습윤단 량이 증

가할수록 증가한다(Table 3, 4참조). 한 시멘트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기포혼합경량토

의  목표 습윤단 량 9, 11에서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지 않으며, 11에서 시멘트 비가 24%일 

때보다 시멘트 비 32%의 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Fig. 1참조). 그 이유는 시멘트비가 높아질수록 더 많

은 기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포로 인한 간극이 

강도에 많은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단된다.

두 종류의 경량혼합토는 목표 습윤단 량 13

의 시멘트 비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재령 28

일)에서 시멘트 비 32%를 제외하고 비슷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하지만, 기포혼합경량토는 뚜렷한 괴 을 

보이는 반면에 타이어혼합경량토는 완만한 곡선을 보

여주고 있다(Fig. 2). 이는 타이어 분말의 탄성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단된다. 두 종류의 경량혼합토는 목표 

습윤단 량 13에서 재령 28일의 변형계수

()와 일축압축강도의 계 그래 에서 기포혼합경

량토보다 타이어혼합경량토의 기울기가 더 하다

(Fig. 3 참조). 이 계를 수식화하면 기포혼합경량토는 

식 (3)와 타이어혼합경량토는 식 (4)와 같다.

                               (3)

                               (4)



Table 3. 기포혼합경량토의 일축압축강도
목표 

습윤단 량



시멘트 비

(%)

일축압축강도(kPa)

7일 14일 28일

9

16 25.1 31.8 38.4

24 44.7 63.2 72.4

32 34.7 59.5 65.8

11

16 43.5 59.9 69.8

24 79.1 108.9 180.9

32 42.9 50.1 70.0

13

16 110.3 154.3 180.5

24 193.1 221.7 287.4

32 320.8 390.3 471.4

Table 4. 타이어혼합경량토의 일축압축강도
목표 

습윤단 량



시멘트 비

(%)

일축압축강도(kPa)

7일 14일 28일

13

16 119.8 154.6 186.7

24 189.4 240.4 288.5

32 265.6 325.8 374.9

15

16 270.4 309.9 377.6

24 426.4 527.3 625.5

32 640.9 700.6 873.2

Fig. 1. 목표 습윤단위중량과 시멘트 비에 따른 
일축압축강도(기포혼합경량토, 재령 28일)

Fig. 2. 경량혼합토의 시멘트 비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   , 재령 28일)

 

Fig. 3. 변형계수()와 일축압축강도( )와의 관계

3.3 삼축압축특성
기포혼합경량토와 타이어혼합경량토의 비압 -비배

수 삼축압축강도는 구속압의 증가에 따라 유사한 변화

를 나타낸다. 일축압축강도에 비해 구속압에 따라 

1.13~1.44배와 1.76~2.61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Table 5, 6 참조).

Table 5. 기포혼합경량토의 삼축압축강도(재령 28일)

목표 

습윤단 량



시멘트 비

(%)

삼축압축강도(kPa)

100kPa 200kPa

11

16 83.9 84.8

24 204.5 206.4

32 181.7 189.5

13

16 216.3 226.6

24 362.5 366.0

32 652.2 679.1

 Table 6. 타이어혼합경량토의 삼축압축강도
                (재령 28일)

목표     

습윤단 량



시멘트 비

(%)

삼축압축강도(kPa)

100kPa 200kPa

13

16 420.0 424.7

24 598.8 637.6

32 949.0 978.4

15

16 712.9 727.4

24 1100.4 1157.2

32 1539.4 1594.8

기포혼합경량토와 타이어혼합경량토의 목표 습윤단

량 13에 해 시멘트 비, 구속압에 따른 일

축압축강도와 비압 -비배수 삼축압축강도는 일축압

축강도보다 뚜렷이 증가되었다. 특히 타이어혼합경

량토의 삼축압축강도는 일축압축강도에 비해 최  

2.61배 증가되었으며, 그 원인은 타이어혼합경량토



의 타이어 분말이 가지고 있는 탄성특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Table 7 참조).

기포혼합경량토와 타이어혼합경량토의 시멘트 비

에 따른 응력-변형률곡선에서 기포혼합경량토는 첨

두 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타이어혼합경량토는 변

형이 진행됨에 따라 뚜렷한 첨두 이 보이지 않은 소

성변형을 보인다. 한, 두 종류의 경량혼합토 모두 

기 변형률에 한 삼축압축강도 증가율은 구속압이 

증가할수록 한 경향을 보 다(Fig. 4 참조).

Table 7. 경량혼합토의 강도특성
              (Moist unit weight=13)

구속압
(kPa)

시멘트비
(%)

기포혼합
경량토

타이어혼합
경량토

삼축
압축강도

(kPa)

100

16 216.3 420.0

24 362.5 598.8

32 652.2 949.0

200

16 226.6 424.7

24 366.0 637.6

32 679.1 978.4

일축
압축강도

(kPa)
0

16 180.5 186.7

24 287.4 288.5

32 471.4 374.9

Fig. 4. 경량혼합토의 시멘트 비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
(=200kPa,   )

4. 제언

설토 활용을 한 기술로 기포혼합경량토와 타이

어혼합경량토의 강도특성과 변형특성에 해 고찰하

다. 다기능성 경량혼합토 개발, 다기능성 경량혼합토 

 고화처리기술개발, 경량혼합토를 활용한 차세  연

약지반개량공법 개발 등의 설토를 활용한 다기능성 

고화처리 기술 연구 수행할 때, 재료 인 측면, 강도  

변형 등의 역학 인 특성, 연약지반 개량 특성 등을 고

려한다면 친환경 인 설토의 재활용에 한 요소기

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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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만에 한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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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규모 2.0이상의 

국내지진 발생 횟수는 총 56회이며 이  유감 지진은 4

회가 발생했고  규모 3.0이상은 9회가 발생하 다. 이 

 해역에서는 서해 12회, 동해 9회, 남해 7회가 발생하

다. 연도별 지진발생 추이를 보면 매년 발생횟수의 

평균값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기상

청,2013)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센다이시 앞바다 

태평양에서 규모 약 9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여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를 안겨주었다.(강익범,2011) 재 국내 

주요 기 들은 이러한 지진 재해를 방재하기 하여 각 

기 의 목 에 맞게 지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이지만 지진국내 물동량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은 표 인 국가 기간시설이지만 해외 주요 국가

들이나 국내 타 주요 시설물과는 달리 체계  지진 책

의 토 가 될 수 있는 지진계측 시스템이 용되지 않

은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인 우선항만 선정, 설치 치  수량 

선정, 지진기록계  센서 선정, 통신 방법 선정, 원 

방법 선정에 해 설계를 진행하고 2010년 인천항을 시

작으로 2011년에는 목포항, 부산항, 울산항, 동해항에 

2012~2013년에는 포항항, 부산신항, 양항, 군산항에 

기반암 자유장  토사부지 구조물에 한 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 다. 포항항, 부산신항, 양항은 다

른 항만들과 달리 자유장 측소 구축에 있어 암반 노

두가 아닌 시추공 형식의 토사 하부 기반암 치에 

한 지진계측 시스템을 구축하 다. 특히, 부산신항의 

경우 매립지반의 지진증폭  액상화 상을 분석하기 

한 목 으로 100 m 계측 심도의 기반암 시추공과 더

불어 8 m 심도의 매립토사 가속도 계측 시추공도 이원

화하여 설치하여 종합  지진계측 시스템을 구 하

다.

2.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구축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은 아래 나열된 5개 항목에 

해 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구축하 으며, 구

축된 항만의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구축 내역은 

Table. 1에 나타나있다.

2.1 구축 항만 선정
이번 연구에서의 9개 항만에 한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국내 28개 무역항과 24개 연

안항 등 총 52개의 항만  항만 치에 따른 국내 지진

학  특성과 항만시설물의 요도(여객수송능력, 하역

능력 둥) 그리고 구축환경을 고려하여 20개 항만에 

한 우선순 를 선정하 다.(김기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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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 지연구부/선임연구원/taekheehan@kiost.ac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 지연구부/책임연구원/isjang@kiost.ac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 지연구부/책임연구원/wspark@kiost.ac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Geographical Locations of Target Ports in Korea

Table 1. Establishment Categories of Earthquake Acceleration Monitoring Systems for Ports in Korea

설치

년도

설치

항만
설치장소 센서 기록계

통신

방식

전원

방식
비고

2010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CMG-5T CMG-DM24 & CMG-EAM VPN(KT) UPS 구조물

갑문 CMG-5T CMG-DM24 & CMG-EAM VPN(KT) UPS 자유장

2011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CMG-5T CMG-DAS-S3 VPN(KT) UPS 구조물

자연사 박물관 CMG-5T CMG-DAS-S3 VPN(KT) UPS 자유장

부산항
부산지방해양항만청 CMG-5T CMG-DAS-S3 VPN(KT) UPS 구조물

영도등대 CMG-5T CMG-DAS-S3 VPN(KT) UPS 자유장

울산항
울산지방해양항만청 CMG-5T CMG-DAS-S3 VPN(KT) UPS 구조물

관제탑 CMG-5T CMG-DAS-S3 VPN(KT) UPS 자유장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CMG-5T CMG-DAS-S3 VPN(KT) UPS 구조물

구미동 CMG-5T CMG-DAS-S3 VPN(KT) UPS 자유장

2013

포항항

영일만신항주식회사 CMG-5TC CMG-DAS-S3 VPN(KT) UPS 구조물

경북항운노조

동빈연락소
CMG-5TB CMG-DAS-S3 VPN(KT) UPS 자유장(시추)

부산

신항

부산신항만주식회사 CMG-5TC CMG-DAS-S3 VPN(KT) UPS 구조물

국제화물터미널입구
CMG-5TB

CMG-DAS-S6 VPN(SK) UPS
자유장(시추)

CMG-5TB 자유장(시추)

광양항 154KV변전소
CMG-5TC

CMG-DAS-S6 VPN(KT) UPS
구조물

CMG-5TB 자유장(시추)

군산항 군산항 관제센터
CMG-5TC

CMG-DAS-S6 VPN(KT) UPS
구조물

CMG-5TC 자유장

선정된  20개 항만의 우선순 에 따라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 다. 구축된 항만은 지역  안배

를 고려하 다. 한 2011년에 부산항에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 음에도 불구하고  2012~2013년

에 부산신항에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

는 매립지반의 지진증폭  액상화 상을 분석하기 

한 목 과 더불어 요 항만이기 때문이다.

2.2 설치 위치 및 수량 선정
9개 항만에 구축된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은 각 항

만시설물의 기 부에서의 응답특성을 악하고 지진 

시 는 지진 경과 후 항만 시설물의 안 성을 진단하

기 한 목 으로 구조물 기 부에 3성분 지진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여 구조물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1식

을 구축하 고, 지진의 특성을 밝히기 한 자료를 획

득하고, 장에서의 지진 험도  향후 항만 시설물의 

내진 설계  내진 성능 평가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한 목 으로 자유장 부지에 자유장 지진 가

속도 계측 시스템 1식을 구축하 다.

구조물  자유장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은 각 시

스템별로 3성분 지진가속도 센서 1식, 3채  지진기록

계  자료 송계 1식, 통신  원 장비 1식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구조물과 자유장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



템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구조물 는 자유장 지

진 가속도 계측시스템  한 곳에는 3성분 지진가속도 

센서만을 설치하여 다른 한 곳에 구축되어 있는 6채  

지진기록계와 연결하 다.

2.3 지진기록계 및 센서 선정
지진기록계  센서는 지진이 발생하 을 경우에도 

지진 데이터를 분실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으면서, 신

뢰성 있는 지진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비  재 국

내에 설치되어 안정 으로 운  인 장비를 선정하

다. 선정된 장비는 지진재해 책법에서 요구하는 지진

가속도계  기록계의 표 규격  성능을 모두 만족하

는 장비로서 추후 소방방재청으로 자료를 송함에 있

어 문제가 없는 장비를 선정하여 구축하 다.

2.4 통신 방법 선정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구축 후 획득한 지진 데이

터는 여러 통신 방법들을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치한 서버로 송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터넷이 가

능한 지역에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구축 후 VPN 

장비를 사용하여 지진 데이터를 서버로 송하고 있다. 

VPN 장비의 장 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서 VPN장비를 사용하여 서버와 통신 할 수 있으며 방

화벽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보안에 안 하다는 장 이 

있다.

2.5 전원 방법 선정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항시 가동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메인 원의 

원을 통신장비  UPS에 공 하고 UPS는 DC 12V

원을 출력하여 지진기록계  가속도 센서에 원을 공

해 다. 지진기록계  가속도 센서에 원을 공

해주는 UPS는 외부 원이 차단되더라도 72시간 동안

은 내부 배터리로 인해 지진기록계  가속도 센서에 

원을 공 해  수 있다. 각 측소에 구축되어 있는 

지진모니터링 시스템은 원, 통신 불량과 같은 이상 

발생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송할 수는 없으나 지진기록계의 원을 공 하는 원

공 장치에 UPS기능이 내재해 있어 원, 통신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72시간 이내에 복구된다면 지진기록계

의 지진자료를 손실 없이 획득 할 수 있다.

3. 시추공 형식의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구축

포항항, 부산신항, 양항은 다른 항만들과 달리 자

유장 측소 구축에 있어 암반 노두가 아닌 시추공 형

식의 토사 하부 기반암 치에 한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 다. 시추공 형식의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은 일반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과 달리 지진 

가속도 센서를 구축하는 치가 토사 하부 기반암이므

로 Fig. 2와 같이 시추공사를 진행 한 후에 시추공형 지

진 가속도 센서를 토사 하부 기반암 에 설치한다.

시추공사 진행 과정은 구축하고자 하는 치에서 토

사 하부 기반암까지 굴진 작업을 진행한 후 5인치 이

싱을 공 내부에 삽입 후 이싱과 공벽 사이  기반암 

사이에 시멘트 그라우 을 수행하여 기반암과 이싱

의 동  거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후 이싱 

바닥에 시추공 가속도 센서를 설치한 후 모래를 삽입하

여 센서 고정  기반암의 동  거동을 센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

Fig. 3은 부산신항에 구축한 시추공 지진계 구축 모

습을 나타낸 것이다.

Fig. 2. Progess of drilling for Borehole

Fig. 3. Earthquake Acceleration Monitoring System 

for New Ports in Pusan

4.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국내 9개 항만에 구축된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은 

VPN장비를 이용하여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앙 

통합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자료를 송하고 있으며, 

Fig. 5의 실시간 계측 형과 같이 재 안정 으로 운

용 이다.



Fig. 4.  A full screen of the earthquake response system 

for Ports in Korea

Fig. 5. Real-Time Monitoring Data of Accelerations 

of Ports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28개 무역항과 24개 연안항 등 

총 52개 항만  항만 우선순   지역  안배를 고려

하여 9개 항만을 선정 한 후 각 항만별로 구조물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과 자유장 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구

축하 다. 구조물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은 항만시설

물의 기 부에서의 응답특성을 악하고 지진 시 는 

지진 경과 후 항만 시설물의 안 성을 진단하기 한 

목 으로 구축하 으며, 자유장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

템은 지진의 특성을 밝히기 한 자료를 획득하고, 

장에서의 지진 험도  향후 항만 시설물의 내진 설계 

 내진 성능 평가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한 목 으로 구축하 다. 포항항, 부산신항, 양항

은 다른 항만들과 달리 자유장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

템 구축에 있어 암반 노두가 아닌 시추공 형식의 토사 

하부 기반암 치에 한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특히 부산신항의 경우 매립지반의 지진

증폭  액상화 상을 분석하기 한 목 으로 100 m 

계측 심도의 기반암 시추공과 더불어 8 m 심도의 매립

토사 가속도 계측 시추공도 이원화하여 설치하여 종합

 지진계측 시스템을 구 하 다. 

9개 항만에 구축된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은 VPN

장비를 이용하여 앙 통합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자

료를 송하고 있으며, 재 안정 으로 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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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지역 시추공 지진계 구축을 한 지반 지층조사

Geophysical investigation for the effective installation of borehole type 

seismometers in port area 

장인성1, 원덕희2, 한택희3, 박우선4

 Insung Jang1, Dukhee Won, Taekhee Han,  and Woosun Park

1. 서론

지진학  특성  시설 특성 등 국내 실정을 고려한 

주요 항만 시설물의 지진응답 계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재 진행 이다(장인성 등, 2011). 여기서 계

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항만에 한 신속 

응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진 발생 시 항만에 한 피

해를 최소화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주요 항만을 상으로 요한 구

조물과 함께 자유장 조건에 해 지진응답 계측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다.

Fig. 1  지진응답계측시스템 구축 항만

주변에 노두가 잘 발달된 기  측지 이 있을 경우

에는 자유장 조건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항만지역 인근

에 노출된 암반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  속 암반 

노두 가속도를 계측하기 해 지  암반에 해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구축 항만  부산

신항, 포항항, 양항 등이 이에 해당되며, 시추공 지진

계 구축을 해서는 합한 H/W(지진센서) 확보 이외

에도 설치 인근 지역 지반 장 지반조사  구축 기법

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3개 지역에 하여 시추공 지진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수행한 장 지반조사 결과  그 활

용 범 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장 지반조사는 

지반 지층조사(물리탐사)  시추조사를 포함하고 있

다. 지반 지층조사를 통해 계측시스템 설치부지의 지층

상태  지반의 단  속도를 이용한 부지 응답특성을 

악하고자 하 으며, 시추공 지진계의 구축 치를 결

정하는데 활용하 다. 물리탐사 기법  다 채  표면

탐사를 실시하여 분산곡선을 구하 으며, 단  속

도구조를 구하 다. 한, 조사지역 인근에서 실시한 

시추조사 결과와 비교하 다. 

2. 지반 지층조사

2.1 표면파 탐사법
지반의 부지효과를 악하기 해서는 각 지층에 해

당하는 도 값과 P   S 의 속도가 필요하다. 시추

공 탐사법은 시추공 주변 매질의 정확한 물성을 얻을 

수 있는 장 을 가지는 반면에, 시추가 선행되어야 하

는 제약이 따른다. 이에 반해 표면 탐사는 시추공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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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사 치도 (b) 표면 탐사 측선 개

Fig. 3 포항지역 표면파탐사

Fig. 2 파장에 따른 표면파의 전파
(a) 측정 형기록 (b) 상속도 단면

Fig. 4 포항지역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의 예

이 지표에서 단시간에 P   S  속도를 구할 수 있으

며, 비 괴 으로 연속 인 지반의 물성을 구할 수 있

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표면 탐사는 표면 로부터 주 수- 상속도 역

에서 상속도를 발췌하여 분산곡선을 작성하고 역산

을 통해 지층의 심도  단  속도구조를 규명하는 

탐사법이다. 그림 2는 송신원에 의해 발생된 표면 의 

장에 따른  모식도이며, 표면 는 반무한체 매질

의 표면을 따라 한다.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 

함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거의 모든 에

지가 한 장의 깊이 안에 분포한다. 한, 표면 는 균

질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 주 수나 장에 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되나 여러 개의 지층으로 이루어진 

비균질 매질에서는 주 수 는 장에 따라 속도

가 변하며 심부로 갈수록 주 수 성분이 우세한 특성

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 수 는 장에 따른 분산곡

선에서 고주 수 는 단 장 성분은 천부의 단  속

도를 나타내며, 주 수 는 장 장 성분은 심부의 

단  속도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심

도에 따른 단  속도단면을 작성할 수 있다.

표면 탐사 방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두 방법

은 탐사원리나 해석 기법은 거의 같지만, 측정기나 측

정 방법은 다르다. 2~3개의 수신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는 SASW(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 기법(조

성호, 1997), CSW(Continuous Surface Wave) 기법(조

성호 등, 2004) 등이 있으며, 여러 개의 수진기를 이용하

는 방법에는 F-K(Frequency-Wavenumber) 기법, 

MASW(Multi- 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기

법(Park et al., 1999)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SW 

기법을 활용하 다.

2.2 대상 현장

표 인 주요 항만  포항항, 양항, 부산신항의 

경우에는 노출된 암반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자유장 조

건으로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시추공 

지진계 구축을 해서는 합한 H/W(지진센서) 확보 

이외에도 설치 인근 지역 지반 지층조사를 비롯하여 시

스템 구축 기법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실험결과 및 적용

3.1 포항항
포항지역에서 이루어진 표면 탐사는 포항수산업

동조합 맞은 편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실시되었다(그

림 3). 해당 주차장 부지에 지진계를 설치할 정이며 

지진계 설치  지반의 단  속도  지반상태를 

악하고자 하 다.

표면 탐사의 해석은 기본 으로는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는 둘 이상의 송신  기록으로부터 하나의 분산

곡선을 만들어 하나의 1차원 단  속도구조를 만든

다. 포항지역에서 측정된 형  측정된 형기록으로

부터 계산된 주 수 역의 상속도 단면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내었다. 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역에 

해당하는 송신  기록을 푸리에변환을 통해 주 수–

상속도 역으로 변환하게 된다. 

얻어진 주 수- 상속도 역의 자료에서 각각의 주

수에 해 최  진폭이 되는 상속도를 읽어 이것을 

분산곡선으로 한다(그림 5). 주 수와 상속도 계에



(a) 조사 치도 (b) 표면 탐사 측선 개

Fig. 7 부산지역 표면파탐사

서 선택된 지 에서의 표면  장을 계산하고 이것의 

1/3 값을 깊이로 추정하여 해당하는 상속도를 나타

낸다. 이것을 겉보기 단  속도구조로 하며, 역산 시 

모델로 사용되는 층의 수는 일반 으로 10~15개의 층

으로 한다. 기본모드가 우세하여 역산이 쉬운 분산곡선

을 얻은 경우 역산을 통해 측정된 시간을 만족하는 

단  속도구조를 얻어냄으로써 보다 자세한 지반구

조를 구할 수 있다. 반복  선형화를 이용한 비선형 최

소제곱법에서는 우선, 기모델에 해 이론 인 분산

곡선을 계산하고, 측정된 형으로부터 얻어진 분산곡

선과의 차이를 계산하게 된다. 이후 이론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수정한다. 포항지역에서 수

행한 표면 탐사 결과 얻어진 심도별 속도구조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5 포항지역 측정된 분산곡선 예

Fig. 6 포항지역 전단파 속도 분포

조사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진 시추조사 결과 각 지층

의 두께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하 다. 

Table 1. 조사지역 시추자료(포항구항 어선부두 배
후부지 조성공사 기본  실시설계 용역, 2006)

공
번

해성퇴 층
연암(

m)
계(m)

SPT(
회)모래층

(m)
토층

(m)
모래자갈층(

m)

BH-
3

17.0 19.5 3.6 1.9 42.0 23

3.2 부산신항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진 표면 탐사는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부지 내 주자창에서 실시되었다(그림 7). 해

당 주차장 부지에 지진계를 설치할 정이며 지진계 설

치  지반의 단  속도  지반상태를 악하고자 

하 다.

부산지역에서 측정된 형  측정된 형기록으로

부터 계산된 주 수 역의 상속도 단면은 그림 8과 

같이 나타내었다. 부산지역의 분산곡선을 살펴보면 

12~50Hz까지 200m/sec 내외의 상속도를 보이고 있

으며 10Hz 부근에서 400m/sec 이상으로 상속도가 

증가한다. 10Hz미만의 주 수 역에서는 분산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에서 수행한 표면 탐사 결과 얻어진 심도

별 속도구조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내었다. 

(a) 측정 형기록 (b) 상속도 단면

Fig. 8 부산지역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의 예

Fig. 9 부산지역 전단파 속도 분포



3.3 광양항
양지역에서 이루어진 표면 탐사는 양항 한국

국제터미  동쪽에서 실시되었다(그림 10). 해당 주차

장 부지에 지진계를 설치할 정이며 지진계 설치  

지반의 단  속도  지반상태를 악하고자 하 다. 

양지역에서 측정된 형  측정된 형기록으로부

터 계산된 주 수 역의 상속도 단면은 그림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양지역의 분산곡선을 살펴보면 

30~50Hz까지 약 360m/sec 내외의 상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20Hz까지 300m/sec 상속도로 감소하고 있

다. 20Hz 주 수 역 이후 상속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강성이 큰 지층이 얕은 심도에 존

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단된다. 

(a) 조사 치도 (b) 표면 탐사 측선 개

Fig. 10 광양지역 표면파탐사

(a) 측정 형기록 (b) 상속도 단면

Fig. 11 광양지역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의 예

양지역에서 수행한 표면 탐사 결과 얻어진 심도

별 속도구조는 그림 12와 같이 나타내었다. 양지역 

지진계 설치부지 표면 탐사 결과 19개에 해당하는 분

산곡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  속

도분포를 나타내었다.

4. 요약 및 결론

노두가 나타나지 않은 3개 주요 항만(포항항, 부산신

Fig. 12 광양지역 전단파 속도 분포

항, 군산항)에 하여 시추공 지진계를 구축하기에 앞

서 지반 지층조사(물리탐사)를 수행하 다. 지반 지층

조사를 통해 계측시스템 설치부지의 지층상태  지반

의 단  속도를 이용한 부지 응답특성을 악하고자 

하 으며, 시추공 지진계의 구축 치를 결정하는데 활

용하 다.  3곳의 항만지역은 해성퇴 층에 해당하는 

모래층, 토층, 모래자갈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성

퇴 층 아래 기반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매립지

반과 같은 토사 조건에서의 지반 증폭 상을 악하고 

지반의 액상화 검토를 해서는 지  가속도계 설치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지반 지층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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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ding ports installed earthquake 

observation stations.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에서의 지진 측 기록(2011~2013)

Earthquake Observation Records in Korean Tranding Ports (2011~2013)

박우선1, 원덕희2, 장인성3, 한택희4, 선창국5

 Woo-Sun Park1, Deok Hee Won2, In Sung Jang3, Taek Hee Han4 and Chang Guk Sun5

1. 서론

우리나라 항만에서의 지진 측은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한국해양연구원)이 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

다. 재는 국가 R&D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

며, 연구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국가 요시

설의 지진재해에 한 책을 목 으로 측이 추진되

게 된다.

2010년에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측이 시작된 이래, 

2011년에 목포항, 부산항, 울산항, 동해항 등 4개항이 

추가되었으며, 2013년는 군산항, 양항, 부산신항, 포

항항이 추가되어 총 9개 항에서 측이 되고 있다. 지진

측 이후 항만 구조물에 피해를  강진은 없었지만 

기상청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3년간 규모 

4.9를 비롯하여 3.0이상이 총 26개 기록을 얻고 있다. 

항만의 지진 측의 목 은 첫째로 항만에 피해를 

래하는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  피해 메카니즘의 규명

과 한 복구방법의 선정에 이용하는 것이고, 둘째로

는 지진발생 직후 항만의 가동 여부 는 구조물의 정

안 진단 수행 여부를 단하는데 사용하기 한 것

이며, 세 번째로는 DB 구축을 통하여 항만의 설계지진 

결정에 활용하기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진 측이후 계측된 규모 3.0이상의 

지진  항만에 유의미할 것으로 단되는 지진에 하

여 가속도 형, Fourier 스펙트럼, 응답스펙트럼에 

한 분석으로 실시하 다. 지진 규모가 항만구조물에 피

해를 만큼 크지 않아 세 번째 측 목 의 에서 

지진기록을 분석하 다. 

2. 관측망 및 관측기기

2.1 관측망
항만의 지진 측망은 우리나라  해역을 커버하고 

있다. 서해안에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 등 3개 항에 설

치되어 있으며, 남해안에는 양항, 부산신항, 부산항, 

등 3개 항, 그리고  동해안에는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등 3개 항에 설치되어 있다(Fig.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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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발생일시 규모 위도 경도 진앙위치

1 2013-04-20  23:21:27 4.9 35.16  N 124.56  E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

2 2013-02-05  12:25:36 3.5 35.77  N 127.97  E
경남  거창군 북북동쪽 11km 

지역

3 2013-02-03  20:39:25 3.1 36.55  N 128.90  E
경북  안동시 동쪽 15km 

지역

4 2012-11-21  18:04:54 3 35.22  N 127.97  E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1km 

지역

5 2012-09-06  17:34:46 3.1 36.40  N 127.25  E
충남  공주시 동남동쪽 12km 

지역

6 2012-07-26  10:24:58 3.4 37.98  N 125.45  E
황해남도  옹진 북동쪽 10km 

지역

7 2012-06-19  11:55:24 3.1 33.48  N 125.93  E
제주  제주시 고산 북서쪽 

30km 해역

8 2012-05-29  17:48:11 3.4 36.57  N 129.57  E
경북  영덕군 북동쪽 25km 

해역

9 2012-05-11  3:46:04 3.9 36.02  N 127.71  E
전북  무주군 동북동쪽 5km 

지역

10 2012-05-01  16:33:17 3.4 33.69  N 126.04  E
제주  제주시 고산 북북서쪽 

46km 해역

11 2012-04-20  12:11:02 3.1 33.43  N 127.26  E
제주  서귀포시 성산 동쪽 

36km 해역

Table 1. Earthquakes used for analysis, which reported by KMA.

Fig. 2 Time series for measured accelerations on the 

outcrop rock  at Gwangyang port (earthquake 2).

각 항만에서 측되는 당 100개의 지진기록은 각 

항만에 설치된 컴퓨터에 30분 단 로 장이 되고, 인

터넷을 통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서버로 송되도록 되어 있다.

2.2 관측기기
각 항만에는 항만의 표하는 기반암과 요 구조물 

기  등 2곳에 지진계를 설치하 다.  노두 암반이 없는 

경우에는 시추를 통하여 기반암에 직  지진계를 설치

하 다. 부산신항의 경우는 매립지반의 지진 증폭특성

을 살펴보기 하여 지 지진계를 추가로 설치하 다.  

3. 관측기록 및 분석

3.1 관측기록
항만 지진 측이 시작된 이래 규모 3.0 이상의 지진 

26개  항만 에 작게나마 향을 끼쳤을 것으로 단되

는 11개의 지진에 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1

에 11개 지진에 해 기상청에서 제공한 발생일시, 진

앙의 치 , 규모  등에 해서 나타내었다.

Table 2에 나타낸 것은 11개 지진에 하여 각 항만 

기반암에서 측된 지진기록(E, N, Z 방향)에 한 최

 지반가속도이다.  Fig. 2에 2번 상지진에 하여   

계측된  지진에 한 시계열을 제시하 다.  진앙에 제

일 근 한 양항에서  계측된 것을 도시하 다.

기록을 보면 가속도 벨은 낮으나 형 인 지진 가

속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o. 규모 방향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부산신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비고

1 4.9

E - 0.36 1.65 0.24 - - - - -

N - 0.49 2.15 0.30 - - - - -

Z - 0.62 1.43 0.23 - - - - -

2 3.5

E - 0.39 0.39 0.41 - 0.75 0.21 - -

N - 0.40 0.29 0.40 - 0.78 0.26 - -

Z - 0.29 0.29 0.29 - 0.53 0.17 - -

3 3.1

E - - - - - - - 0.27 -

N - - - - - - - 0.32 -

Z - - - - - - - 0.16 -

4 3

E - - - - - - - - -

N - - - - - - - - -

Z - - - - - - - - -

5 3.1

E - - - - - - - - -

N - - - - - - - - -

Z - - - - - - - - -

6 3.4

E 0.09 - - - - - - - -

N 0.12 - - - - - - - -

Z 0.10 - - - - - - - -

7 3.1

E - - - - - - - - -

N - - - - - - - - -

Z - - - - - - - - -

8 3.4

E - - - - - - - - 0.34

N - - - - - - - - 0.41

Z - - - - - - - - 0.75

9 3.9

E - - 0.24 - - 0.51 - - -

N - - 0.21 - - 0.45 - - -

Z - - 0.21 - - 0.42 - - -

10 3.4

E - - 0.26 - - - - - -

N - - 0.19 - - - - - -

Z - - 0.20 - - - - - -

11 3.1

E - - - - - - - - -

N - - - - - - - - -

Z - - - - - - - - -

Table 2. Maximum acceleration on the outcrop rock(gal). 

Fig. 3 Fourier spectrum for measured accelerations 
on the outcrop rock at Mokpo  port 
(earthquake 1).

Fig. 4 Fourier spectrum for measured accelerations 
on the outcrop rock at Mokpo  port 
(earthquake 2).

3.2 Fourier 스펙트럼 
1번과 2번 상지진에 하여 FFT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 가속도에 하여 Fourier 스펙트럼을 계산하 다

(Fig. 3과 4 참조). 그림을 보면, 체 인 모습은 비슷하

나 탁월 주 수가 지진 규모가 큰 상지진 1의 경우가 

상 으로 주 쪽에 치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b) Earthquake 2

Fig. 5 Response spectra for measured accelerations
in NS components on the outcrop rock at 
Mokpo port.

(a) Earthquake 1

Fig. 6 Response spectra for measured accelerations
in NS components on the outcrop rock at 
Busan port (earthquake 2).

강진에 한 결과를 보면 1Hz 이하에서 탁월 주 수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때 타당한 경향으로 단된다. 연

직방향의 지진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 다..

3.3 응답스펙트럼 
일반 으로 충분히 클 때 응답스펙트럼이 의미가 있

지만, 체 인 응답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떻게 형성되

는지 살펴보기 하여 진앙에서의 규모가 4.9로 최 인 

1번은 목포항에 하여, 진앙이 내륙 거창에 치한 2

번은  목포항과 부산항에 하여 응답스펙트럼을 산정

하여 서로 비교하 다(Fig. 5와 6 참조).

기반암 최  가속도가 약 9배 정도로 차이가 나는 

Fig. 5의 목포항의 경우를 보면, Fourier 스펙트럼의 경

우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체 인 응답

도 커졌지만, 상 으로 주 수(2~8Hz) 의 응답이 

많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진에 하여 다른 항만의 응답스펙트럼(Fig, 

5(b)와 Fig. 6)은 체 인 경향은 유사하지만 부산항의 

경우가 고주 수 성분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에서 측된 지

진기록을 분석하여 항만 지진의 주 수 응답특성  응

답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한 주요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항만 지진계측을 하고 있는 9개 항만에서 계측된 

지진의 탁월 주 수는 2~10Hz로 일반 인 1Hz 부근을 

나타내는 강진의 경우와 다른 경향을 보 다.

2.. 미소지진의 경우, 지진규모가 클수록 탁월 주 수

가 주 수 역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3. 미소지진의 경우, 지진규모가 클수록 주 수

의 응답스펙트럼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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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지반의 지진민감도를 고려한 항만구조물의 신속 피해 측

Prompt seismic disaster assessment of harbor structures based on 

geotechnical seismic characterization

김한샘1, 최진호2, 정충기3, 장인성4

 Kim, Han-Saem1, Choi, Jin-Ho2, Chung, Choong-Ki3 and Jang, In-Sung4

1. 서     론

부분의 항만은 인근에서 채취한 토사를 매립하여 

조성되므로, 일반 으로 두꺼운 토층으로 인하여 지진

에 취약한 지반 특성을 갖게 된다.  즉, 지진 발생 시 지

진력이 크게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공된 지반 

상부에 건설되는 항만구조물의 경우 지진에 취약할 수 

있다.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피해발생 여부와 피해 정

도는 해당 구조물 유형별 지진취약도, 그리고 구조물 

기 가 치한 지층에 작용하는 지진하 의 크기에 따

라 평가된다.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피해 상황을 신속

하게 측하기 해서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지진이벤

트 유형에 하여 상 구조물의 지진취약도 함수와 

상 지반의 지진증폭 특성을 사 에 평가해야 한다. 즉, 

지진의 진원에서 시작된 지진동이 지층을 통과해서 지

표면에 도달하는 지진하 은 지반동  특성  지진이

력에 의해 좌우되며, 다양한 지진조건에 따른 부지응답

해석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부지응답 특

성을 반 하여 해당 구조물의 지진강도에 한 소정의 

손상 수 을 지진취약도 함수로써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지역의 지반조건  구조물 지진

취약도와 계측된 암반노두가속도를 연계하여 부지응

답 특성이 반 된 항만구조물의 신속 지진피해 측 체

계를 구축하 다(김한샘 등, 2012b). 먼 , 3 가지 지진 

형과 다양한 지진 규모를 이용, 부지응답해석을 수행

하여, 지진의 증폭특성을 사 에 평가하고, 지진규모에 

따른 지층별 증폭정도를 결정하는 상 계 함수를 설

정하 다. 이 때 상 역 내 제한된 수량의 시추조사 

결과를 3차원 공간보간 기법을 통해 공간정보화하고, 

그 결과를 부지응답해석에 활용하여, 부지 체 역의 

증폭함수를 설정하 다. 설정된 부지응답 특성은 구조

물의 지진취약도 함수와 연계되며, 지진발생 시 항만지

역에 설치된 지진계측기로부터 암반노두가속도를 연

동 받아 실시간으로 구조물별 지진손상 수 을 평가한

다. 본 측 체계는 지진발생 시 자동화된 일련의 지진

계측 정보 연계  신속 피해 측이 가능한 GIS 기반의 

신속 지진피해 측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인천항만의 건축구조물을 상으로 가상의 지진 

시나리오를 용하여, 피해 상황을 검하 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체계  시스템 용성을 검증하 다.

2. 항만구조물의 신속 지진피해 예측 
체계 및 시스템

2.1 항만구조물의 신속 지진피해 예측 체계
김한샘 등(2012b)은 항만구조물 지진이벤트 발생 시 

항만구조물의 신속한 지진피해 측을 해서 Fig 1과 

같은 체계를 수립하 다(김한샘 등, 2012b). 이를 

해 사 에 상항만 지역의 지반조사, 항만구조물 자료

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 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특히, 지진이벤트 발생 시에 신속한 피해 측을 해서 

항만지역 내 설치된 지진계측기로부터  지진계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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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부지응답해석을 통한 실시간 지진하중 결정 방안 (김한샘 등, 2012a)

Fig 1. 항만구조물의 신속 지진피해예측 체계

를 실시간으로 송받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지반조

사(시추조사) 자료의 경우, 좌표공간상 지 형태로 분

포하기 때문에 체 상부지의 지반조건  부지응답 

특성을 악하기 해서, 공간보간 기법을 활용한 공간

정보화를 수행하 다. 공간보간된 지반조사 정보를 

Spatial-GRID로 명명하며, Spatial-GRID에 따라 선행

으로 부지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부지응답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증폭 특성을 반

한 상 계식을 결정하며, 지진이벤트 발생 시 계측 

암반노두가속도와 연계하여 지층별 지진하 을 실시

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결정된 지진하  결과의 

공간정보화를 통해 지진하  공간분포도를 추출할 수 

있으며, 기 수립된 해당 구조물의 유형별 지진취약도 

함수와 연계하여 지진피해 측 등 을 단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송된 지진계측 정보를 연계하여 신속

하게 지도상에 지진재해도 형태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본 신속 지진피해 측 체계의 일련의 분석과정은 자동

화된 GIS 기반의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2.2 실시간 지진하중 결정 방안

항만 지역의 지진증폭 상을 합리 으로 반 하기 

해서 부지응답해석을 통한 실시간 지진하  결정 방

안을  Fig 2와 같이 제안하 다(김한샘 등, 2012a).   

구조물의 지진 피해 측을 해서는 손상을 래

하는 지표면 최 가속도의 결정이 요하며, 이를 

합리 으로 결정하기 해 부지응답해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지응답해석에는 다양한 지층 

구조, 지반 물성과 지진의 시간 이력 등을 입력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진 발생 시 직  부지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신속

하게 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피해

측 체계에서는 지진 발생 시 지표면 최 가속도의 

결정을 해 사 에 미리 결정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암반노두가속도와 지표면 최 가속도의 상

계식을 이용한다.

이를 해 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항만지역 

내 Spatial-GRID별 지반 조건에 해 다양한 수 의 

암반노두 가속도를 입력하여 부지응답해석을 실시

한다. 본 지진피해 측 체계에서 항만구조물 부지응

답해석을 한 입력 가속도는 부분의 지진계측이 

자유장 암반노두(rock outcrop)에 설치된 지진계측

기에서 실시되는 을 고려해 암반노두가속도를 사

용한다. 입력 암반노두가속도는 크기에 따른 지반 

증폭의 비선형성을 모사하기 해 지진 재 주기에 

따라 0.04g에서 0.22g까지의 6단계의 암반노두 가속

도와 동일본 지진(2011년 3월 11일, M 9.0)과 같은 

과도한 크기의 미 측 지진을 고려하기 해 0.3, 

0.4, 0.5g의 3단계의 암반노두 가속도를 추가로 사용

하여, 총 9단계의 암반노두 가속도를 입력하 다. 

한 다양한 주기특성을 보이는 지진 의 향을 

고려하기 해 행 내진설계기 에서와 같이 단주

기 특성을 보이는 암반계측지진 (Hachinohe)와 장

주기 특성을 보이는 토층계측지진 (Ofunato)를 선

정하 으며, 추가로 단주기, 장주기 특성을 모두 보



Table 1. 무보강 조적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확률에

               따른 지진피해 등급
slight moderate extensive complete 손상 등급

파괴 
확률

<0.5 <0.5 <0.5 <0.5 safe

>0.5 <0.5 <0.5 <0.5 slight

>0.5 >0.5 <0.5 <0.5 moderate

>0.5 >0.5 >0.5 <0.5 extensive

>0.5 >0.5 >0.5 >0.5 complete

Fig 3. 항만구조물(건축구조물) 지진취약도 

              함수(HAZUS)와 연계한 손상등급 결정 방안

이는 인공 지진 를 이용하 다.

해석 결과, 비선형 최 화 모델에 따른 회귀분석

을 통해 암반노두가속도( )와 지표면 최 가

속도(
max

) 간의 상 계식을 결정한다. 부지응답

해석 결과 암반노두가속도가 0인 경우 지표면 최

가속도 역시 0이 되고, 일반 으로 발생 지진하  

증가 시 증폭 효과가 감소하는 을 고려해 원 을 

통과하는 지수모델(exponential model)  box 

Lucas model을 기반으로 상 계식을 결정하 다.

본 상 계식을 이용하여 항만지역에 지진 발생 

시 항만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측기로부터 

측된 암반노두 가속도를 입력받아 구조물에 피해

를 발생시키는 지표면 최 가속도를 실시간으로 결

정한다. 최종 으로 결정된 지표면 최 가속도는 상

부 구조물의 지진취약도 함수를 통해 피해 확률로

서 계산되고, 항만 구조물의 지진피해 등  결정에 

반 된다.

2.3 실시간 구조물 손상등급 결정 방안  
지진 발생 시 상 계식에 의해 결정된 지표면 

최 가속도는 항만구조물의 지진취약도 함수의 입

력 변수로서 사용되고 피해 정도는 주어진 손상 등

에 한 괴 확률로서 표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피해를 결정하기 해 각 손상 등 의 

괴 확률을 바탕으로 하는 Fig 3과 같은 등 화 방안

을 용하 다.

구조물의 지진취약도 함수는 특정 지진강도에 

해 소정의 손상 수 을 과할 확률을 함수로 표

한 것이다. 지진취약도 함수에 의해 계산된 각 손상 

등 의 괴 확률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손

상 등 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두 가지 이

상의 손상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심한 피해 

단계의 손상이 구조물의 손상 등 을 지배한다. 

를 들어, 무보강 조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Slight’와 ‘Moderate’ 단계의 괴 확률이 모두 50% 

이상인 경우 구조물의 손상 등 은 ‘Moderate’로 결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인 항만구조물인 안벽구조

물과 크 인  건축구조물을 상으로 지진취약도 

함수 수립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 시범 으로 

HAZUS로부터 무보강 조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

진취약도 함수를 활용하 으며, 손상 확률에 따른 

지진피해 등 은 Table 1과 같다.

3. 인천항만 지역의 항만구조물
신속  지진피해 예측 

3.1 적용 조건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지진피해 측 시스템

을 인천항 연안부두 지역에 시범 으로 용하 으

며, 상지역의 지반조사 자료, 기 설치된 지진계측

기로부터 측된 자료  항만구조물 자료를 수집

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다. 그 결과 Fig 4(a)

와 같이 상지역의 구축자료의 속성정보를 치정

보를 기반으로 공간상에 빠르게 악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에 설치된 지진계측기로부터 지진발생 시 

실시간으로 계측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지진

피해 측이 가능하다.

Fig 4(a)와 같이 인천항 연안부두 지역의 12개의 

지반조사 자료와 설계·시공 시방서  내진성능 평

가 련 자료를 이용하 으며, 용된 가상 지진 시

나리오는 동일본 지진 (M 9.0) 지진이 인천항에

서 150km 떨어진 해 에서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

여 평가하 다. 한 평가 상 구조물은 Fig 4(b)와 

같은 연안부두 내 임의의 건축구조물을 선정하 으

며, 지반조사 자료의 공간보간을 통해 Fig 4(c) 같은 

조건으로 68개의 Spatial-GRID를 구축하 다.

3.2 적용 결과
항만지역 신속 지진피해 측 시스템의 평가체계 

 장 용 조건에 따라 인천 연안부두 지역에  



(a) 상관 지표면 

최대가속도 공간분포

(b) 건축구조물의 

‘extensive’ 지진취약도

함수 적용 결과 
Fig 5. 인천항만 지역의 항만구조물 신속 

지진피해 예측 결과

(a) 인천항만 지역의 시스템 적용 방안

(b) 대상 건축구조물
(c) 공간정보화 

(Spatial-GRID) 조건

Fig 4. 인천항만 지역의 시스템 적용 조건

해 Fig 5와 같은 지진재해도 형태의 피해 측 결과

를 도출하 다. 먼 , Spatial-GRID별 선행 부지응답

해석을 수행하여 증폭 상 계식을 결정하고, 거리

감쇠식에 의해 입력 암반노두가속도는 0.47g가 용

되었으며, 상 역 반에 걸쳐 0.60g 이상의 상  

지표면 최 가속도(PGA)의 공간분포를 Fig 5(a)와 

같이 구축하 다.

해당 구조물이 치하는 하부지반의 지표면 최

가속도 공간분포를 기 으로 기 수립된 해당 구조

물의 지진취약도 함수와 연계하 다. 이 때 건축구

조물의 손상 수 에 따라 괴 확률 50%를 기 으

로 Spatial-GRID를 분류하여 손상 등 에 따른 공간

분포를 Fig 5(b)와 같이 결정하 다. 

해당 구조물이 치하는 손상 등  공간분포의 

유율에 따라 지배 인 손상 등 을 결정하 으며, 

해상 구조물에 해서 'extensive' 등 이 50% 이상

인 공간 역이 60%이상이므로 'extensive' 손상등

으로 단하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만지역의 지반조건  구조물 지진취

약도와 계측된 암반노두가속도를 연계하여 부지응답 특

성이 반 된 항만구조물의 신속 지진피해 측 체계를 

수립하 다. 이러한 측 체계는 지진발생 시 자동화된 

일련의 지진계측 정보 연계  신속 피해 측이 가능한 

GIS 기반의 신속 지진피해 측 시스템으로 구축하 다. 

한 인천항만의 건축구조물을 상으로 가상의 지진 시

나리오를 용하여, 피해 상황을 검하 으며, 이를 통

해 개발된 체계  시스템 용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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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일본 등 주변국의 빈번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차 지진의 규모가 규모화 되어 

그 피해 역시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유라시아  내부에 치하고 있어 안 지 라는 인식

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의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2007년 1

월 20일 오 산에서 일어난 규모 4.8의 지진과 2009년 5

월 2일 안동에서 일어난 규모 4.0의 지진은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일본 북해도 연안에서의 지속 인 규모 

해 지진의 빈발로 동해안 지진해일 내습의 가능성이 

증가 하 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내륙의 피해 외에도 항만 주요

시설물에 한 피해가 있다. 그로 인한 붕괴  기능손

실은 사회 ⋅경제  효과가 매우 크며, 특히 항만 

구조물의 경우 항만 물류시스템의 마비로 인해 국가 경

제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주요시설물의 

지진피해를 사 에 측하고, 한 보수⋅보강을 하

는 것이 단히 요하다.  

안벽의 지진 취약도 련 연구로는 김동  등(2007)

이 잔교식 안벽의 험도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

나 이 논문에서는 지반에 의한 지진 증폭효과는 고려하

으나 정  지진해석 결과를 이용하 다. 한, 김동

 등(2011), 이상근 등(2011)의 논문에서는 정  지진

해석에 의한 신뢰성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김동  등

(2012)은 잔교구조물과 지반을 모두 고려하여 동  지

진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로부터 취약도평가를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  인천지역의 

Caisson식, 잔교식, 부벽식, 블록식 안벽을 각각 4가지 

Case에 하여 동  지진해석을 수행하 다. 구조물 상

단의 최 변 를 이용하여 기능수행수 과 붕괴방지

수 에 한 지진취약도 해석을 수행한 후 간값  

수표 편차를 구조물의 재원과 지반의 깊이에 해 

경험식을 산정하여 해석되지 않은 다른 구조물의 취약

도 함수를 측하 다.

2. 해석방법

2.1 동적해석법
진동형상이 복잡한 구조물이나 원자력 시설과 같은 

요도가 높은 구조물에 해서는 상세한 내진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동 해석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동

해석법은 상으로 하는 구조물 혹은 구조물과 지반

을 진동 모델로 모형화하여 지진입력으로 지진동 형 

혹은 응답스펙트럼을 입력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 상에 가까운 거동을 재 할 수 있고, 원

리 으로는 어떠한 구조물에도 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2.2 부가질량법
부가질량법에 의한 동 해석 시에는 유사정 해석

에서와는 달리 동수압을 구조물에 부가된 질량으로 고

려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즉, 유체가 구조물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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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chinohe 0.5g에 대한 시간이력해석 ⒝ PGA별 최대 변위

Fig. 1. Caisson식 안벽의 동적 지진해석 결과

이 거동하는 부가질량으로 고려된다. 이  때의 부가질

량은 구조물의 상류면 벽면의 각 에서 합산하여 구

하며, 질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이 된다.

 



                                           ⑴

 여기서  는 해수의 도   를 나타내며 

는 수심   는 구조물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는 부가질량 부여 면  을 나타낸다.

2.3  지진취약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물은 설계  시공의 정도에 

따라 손상이 발생할 수도 는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구조물에 하여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물

에 손상이 발생할 확률을 설명하는 것이 지진취약도이

다(Shinozuka et al, 2000).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조물

에 발생 가능한 손상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손상단계 가운데 k번째 손상에 하여 취약도 곡

선을 식 ⑵와 같이 수정규분포함수로 나타낼 수 있

다. 

   


ln                                                 ⑵

 여기서 는 표 정규분포의 확률분포함수를 

나타내며 는 간값  는 수표 편차를 나타낸다.

총 n회 발생한 지진에 하여 손상을 입은 구조물과 

손상을 입지 않은 구조물을 상으로 우도함수(likeli-

hood function)로 정의한다. 여기서, 는 구조물의 손

상여부에 따라 손상이 없으면 0 손상이 있으면 1을 입

력하여 각각 무손상과 손상의 확률을 시킴으로써 

최우도함수를 산정할 수 있다. 수함수는 단조증가함

수이므로 우도를 최 화하는 상태는 로그를 취해 동일

한 치에서 최 가 되므로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간값과 수표 편차는 ln을 최 화하는 최 화문제

를 풀어서 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n회의 지진에 

한 손상  비 손상 정보를 이용하여 간값과 수

표 편차를 구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식 ⑵의 취약도 

곡선식을 구할 수 있다.

3. 수치 해석

본 논문에서 모델링은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

인 ABAQUS를 이용하 다. 모델링 과정에서 강  말

뚝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경우 보요소를 사용하 고, 

말뚝 외 구조물과 지반은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 다. 그리고 지반의 반 무한성과 반사 의 

향을 고려하기 하여 지반의 양 끝을 무한 역으로 

취 하여 무한지반의 거동을 묘사할 수 있도록 모델링

하 다. 구조물의 후면부와 배면지반은 요소를 사

용하여 구조물의 거동 시 나타날 수 있는  상에 

해 고려하 다. 지진하 은 기 암(풍화암)에 지진

가속도를 용하고 인  안벽의 향에 해서는 평면 

변형률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한, 동  거동에 

한 해수의 향을 고려하기 해 부가질량을 산정하여 

유체의 향을 고려하 다. 

3.1 지진응답
지진응답해석은 모든 모델에 해서 입력 지진의 크

기를 0.05g부터 0.05g 간격으로 1.0g 까지 변화시키면

서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하 고 Figure 1- ⒜에 0.5g의 

Hachinohe 지진에서의 시간 이력 해석 변  결과를 나

타냈다. 이처럼 여러 구조물에 한 시간이력해석을 통

해 각 지진의 크기에 한 최 값을 얻을 수 있고, 얻어

진 최 값을 각각의 지진크기에 따라 표시한 것이 

Figure 1- ⒝의 최 변  그래 이다.

 변 를 측정한 치는 구조물의 상단부의 변 와 지

반의 변 를 측정하여 구조물만의 상 변 를 확인하



Table 1. 중간값과 대수표준편차

구     분
기능수행수준(10cm) 붕괴방지수준(30cm)

중간값 대수표준편차 중간값 대수표준편차

잔교식

안벽

Type-1 0.3008 0.3681 1.0233 0.4077

Type-2 0.5242 0.2158 1.0045 0.0105

Type-3 0.5379 0.2538 1.0127 0.1155

Type-4 1.0485 0.3189 1.5126 0.0460

Caisson식

안벽

Type-1 0.4025 0.1443 0.9307 0.1002

Type-2 0.4920 0.3828 1.2024 0.1380

Type-3 0.2890 0.3275 0.5131 0.3109

Type-4 0.3227 0.1118 0.8824 0.1655

부벽식

안벽

Type-1 0.4963 0.1953 1.0127 0.1155

Type-2 0.4863 0.2588 1.0127 0.2156

Type-3 0.3416 0.4462 0.9410 0.3336

Type-4 0.2960 0.4285 0.8050 0.3538

블록식

안벽

Type-1 0.2864 0.1967 0.7884 0.1685

Type-2 0.2746 0.3346 0.5755 0.1971

Type-3 0.1915 0.5729 0.5757 0.5990

Type-4 0.3500 0.3709 0.8629 0.1633

   ⒜ 기능수행수준  ⒝ 붕괴방지수준

Fig. 2. Caisson식 안벽의 취약도 Curves

다. 일반 으로 지진가속도가 커짐에 따라 구조물의 

변 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반의 

물성에 존재하는 비선형 성과 Caisson과 지반의 

조건에 의한 다소의 불규칙성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취약도 평가
지진에 한 취약도를 평가하기 하여 발생할 수 있

는 손상의 정량  정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우선 항만  어항 설계기 (2005)에서 제시한 지진 

시 수평 변  한계기 인 기능수행수 (10cm)과 붕괴

방지수 (30cm)을 이용하여 손상을 정의하 다. 

변 기반 취약도 해석을 해 구조물의 최 변 를 

이용하여 취약도 곡선을 산정하고 간값과 수표

편차를 Table. 1와 같이 구하 다. 한, 취약도 곡선은 

Figure 2과 같다. 기능수행수 (최 변  10cm)의 취약

도는 거의 모든 구조물에서 최 지진가속도 약 0.2g 

~0.5g에서 0.5에 달하 다. 그러나 붕괴방지수 (최

변  30cm)의 취약도는 거의 모든 구조물에서 0.8g 이

상의 큰 지진이 발생해야만 0.5를 과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국내에 발생하는 지진의 크기를 감안하면 상

당히 안 하다고 할 수 있으나 측하지 못한 큰 지진

이 발생한다면 취약성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만큼 지진 비에 소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3 취약도 함수 예측
구조물 상단의 최 변 를 이용하여 기능수행수

과 붕괴방지수 에 한 지진취약도 해석을 수행한 후 

간값  수표 편차를 구조물의 높이 H와 구조물

의 폭 B, 그리고 지반의 깊이 D를 이용하여  경험식을 

⑸식  Table 2와  같이 산정하여 해석되지 않은 다른 

구조물의 취약도 함수를 측하 다. 

                                 ⑸



Table 2. 회귀분석 계수

구분
중간값 대수표준편차

a b a b

잔교식 안벽 0.2300 0.0065 -0.0084   0.2942

Caisson식 안벽 0.0068 0.2600 0.4922    0.0538

부벽식 안벽 0.1400 -0.0067 -1.1733   0.8074

블록식 안벽 0.0011 -0.2000 -1.4799   0.7767

⒜ 잔교식 안벽 ⒝ Caisson식 안벽 ⒞ 부벽식 안벽 ⒟ 블록식 안벽

Fig. 4. 구조물 형상과 대수표준편차

⒜ 잔교식 안벽 ⒝ Caisson식 안벽 ⒞ 부벽식 안벽 ⒟ 블록식 안벽

Fig. 3. 구조물 형상과 중간값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항만 구조물인 잔교식 안벽, Caisson

식 안벽 등 총 4가지 Type의 안벽에 한 비선형 시간

이력해석을 통하여 지진 취약도 해석을 수행하 다. 입

력 지진은 3가지로 각각 장주기, 단주기, 인공지진을 이

용하여 지진응답을 수행했고, 모델의 변 기 에 한 

지진 취약도 곡선을 산정하 다.  취약도 해석 결과 기

능수행수 (최 변  10cm)에서는 부분의 구조물에

서 약 0.2~0.5g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붕괴방지수 (최 변  30cm)에서는 부분의 

구조물이 약 0.8g 이상의 지진가속도에서 취약성이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취약도 결과를 이용하

여 구조물의 형상과 지반의 깊이에 한 경험식을 산정

하여 해석되지 않은 다른 구조물의 취약도 함수를 측

하 다.

본 연구에서 구한 지진취약도  경험식은 향후 지진 

피해 측 시스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정이며 이를 

해 더 다양한 지진에 한 지진취약도 해석  경험

식의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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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인 기통신설비에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내진성능 보강기술

Seismic Reinforcing System for Operating Electric Equipment on a Raised Floor 

System without the equipment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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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반도 주변 국가인 일본, 만  국에

서 발생한 규모 지진으로 인하여 력, 통신 등 주

요 기간설비에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국내에

서도 소 규모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진피해 발생 시 효과가 큰 주요 기간설비에 

한 정부  산업계의 체계 인 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요 기간설비의 지진 피해 발생시 설비

의 직 인 피해뿐만 아니라 장비 가동 정지로 인한 

2차  피해는 사회 반에 걸쳐 더욱 증폭될 것으로 

상되므로 기존 기간설비의 내진성능 보강이 시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지진재해 책

법 통령시행령이 공표되어 국내 Life line 설비(

력, 가스, 송유   상하수도)  Infra Structure(철

도, 항만, 도로, , 공항, 학교, 병원 등)의 운 기

에 보유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운 인 기통신설

비에 한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보강 책수립이 

필요하다. 기통신설비의 부분은 설비에 연결되는 

이블의 시공  보호 등을 하여 이 바닥(Access 

Floor) 에 고정 장치없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기통신설비는 지진 발생 시 도  활동에 의하여 

기기 손  이블 단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설비의 운 이 정지 될 수도 있다. 종래에는 운

인 설비의 내진성능 보강 작업시 설비의 운  정

지가 필요하고 내진보강 작업을 하여 설비를 이설

하고 보강한 다음 재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많

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내진보강 작업기간 

에는 장비를 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개발 

기술은 운 인 기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수 인 무정   무이설 조건을 충족시

키면서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기술이다.

2. 본    론

  2.1 이중바닥시스템의 문제점
    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바닥구조는 건물 

자체의 바닥 에  하나의 바닥을 설치하는 이

바닥시스템(Raised 는 Access Floor System)으로 

되어 있다. 이 바닥시스템은 기기에 필요한 공조냉

풍용 공간도 되고,  설비에 속되는 이블의 배

선공간도 된다. 기기의 재배치나 교체 시에도 상

을 자유롭게 분리할 수 있어서 배선의 교체가 용이

한 장 이 있다. 이러한 이  때문에 이 바닥시스

템은 재 부분의 기실이나 통신실에 리 이

용되고 있으나, 이 바닥의 지주 이 콘크리트 바닥

에 착제로 부착되어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횡력

에 쉽게 이 바닥시스템이 도되어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설비의 손상피해가 우려된다.

Fig.1 이중바닥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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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내진성능 보강기술 개요

  2.2.1 극복하여야하는 기술과제
  개발 기술은 운 인 기통신설비에 무정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내진보강 구조이다. 

기통신설비가 거치되어 있는 이 바닥시스템 직

하부의 지주 은 상 의 크기가 600×600mm이기 

때문에 손이 닿을 수 없어서 보강하기 어렵다. 

한, 지속 인 운 이 요구되므로 내진보강 작업은 

설비의 무정   무이설 조건 하에서 허용이 된다. 

기통신설비 에서 특히 Digital형과는 달리 EM형 

아날로그 설비는 진동에 매우 민하므로 내진보강 

작업 시 오동작을 야기 시킬 우려가 크므로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본 내진성능 보강기술에서

는 이와 같이 무정   무이설 요건을 충족시키면

서 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2.2 내진성능 보강기술의 특장
개발 기술은 운  인 배 반에 무이설 방식으

로 설치되는 내진보강 구조로서, 이 바닥시스템의 

하부에 설비를 지지할 수 있는 임을 설치하고 

이 임을 콘크리트 슬래 에 고정시켜 설비가 

지진 발생 시 활동하거나 도되지 않도록 보호하

는 방식이다. 

2.2.3 무이설 내진보강 개념
  Fig. 2와 같이 설비가 연속 운  인 상태에서 

설비의 베이스 찬넬에 천공한 후 탭핑하여 L형강 

라켓트로 연결시키고 이 바닥시스템 하부에 설

비를 지지하는 세로보강재를 설치한 후 상 에 천

공하여 세로보강재와 이 L형강 라켓트를 연결한 

다음, 지주 이 좌굴되지 않도록 지주 을 상호 연

결시킨 가로보강재에 세로보강재를 결속시켜 하나

의 임을 구성하고, 이 임을 턴버클을 사용

하여 콘크리트 슬래 에 앵커링 시킨다. 

Fig. 2 내진보강 개념도

개발 기술과 련하여 장의 여건과 시공성을 고

려하고 다양한 해석  시험을 통하여 내진성능이 입

증된 내진보강시스템은 Fig. 3  Fig. 4와 같이 2가

지 종류(A, B형)로 별할 수 있다. Fig. 3 “A”형은 

이 바닥시스템의 하부에 제어 이블의 포설상태가 

집되지 않고 높은 지진응답을 받아 지주  보강  

제어 이블의 교체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합하

다. Fig. 4“B”형은 높은 지진응답을 받아 지주  보

강과 제어 이블의 교체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설비 

인입 이블이 불규칙하게 포설된 경우에 합하다.

Fig. 3 내진성능 보강 A형

Fig. 4 내진성능 보강 B형



 2.3 변전소 건물 모델링 및 내진해석

 2.3.1 건물 모델링
기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해서는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한 내진해석을 통하여 건

물 각 층의 지진응답을 악하여야 한다. 본 지진해

석에서는 지진응답에서 가장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지상4층 높이의 철골조의 154kV 변 소 구조물을 

선정하여 지진해석을 수행 하 다. 해석모델의 상부

는 철골조로 하부 일부는 SC로 구성되어 혼합 형태

의 구조물이다. 154kV변 소 구조물에 한 해석모

델은 Fig. 5와 같다. 

Fig. 5. 154kV 변전소 구조물 모델

    지진해석에 사용된 스펙트럼은 Fig. 6이고, 작
성결과는 Table 1과 같다.
 

Fig. 6. 설계스펙트럼

  Table 1 표준설계 응답스펙트럼

지진

지역
지반종류

입력지진크기

ZPA(g) Sa(g)

1 Sc 0.182 0.455

 2.3.2 포괄응답스펙트럼 작성
일반 으로 기통신설비는 주요 기간설비의 규

모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건물 내 여러 층에 설치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에 작용

하는 여러 층응답스펙트럼을 포 하는 응답스펙트

럼을 구한 후, 이를 내진성능시험을 한 지진하

으로 입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지진응답 

조건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 

요도가 큰 력설비를 상으로 포 응답스펙트

럼을 작성하 으며, 송변 설비 내진설계지침서에 

제시된 지반응답 스펙트럼을 용했다. Table 1은 

건물의 시간이력해석에 사용된 표 설계 응답스펙

트럼의 주요 변수를 나타낸다. Fig. 7은 해석결과로 

도출된 포 응답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포괄층응답스펙트럼

 2.3.3 동적해석

   작성된 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기통신설
비를 포함한 이 바닥시스템을 Fig.8과 같이 모델링
하여 해석  방법으로 안정성을 검토하 다. 기통
신설비의 설치상태, 고정방법, 제어 이블이나 장애
물을 피하여 앵커링하는 방안 등의 여러 조건에 부
합할 수 있는 보강 방안을 검토한 결과 상기 Fig. 3
와 Fig. 4에 보여주는 바와 같은 기본 보강방안을 
도출하고 장 여건에 따라 부분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 안 율을 고려하 다.

   

         x방향(11.9Hz)      y방향(12.1Hz)
    

            Fig.8 모델링



2.4 진동대시험을 통한 기술 검증
내진성능 보강 기술의 내진안 성을 단하기 

하여 수치해석 인 방법으로도 근 가능하지만, 

기통신설비의 동특성, 지진 시 이 바닥시스템  

설비의 상호작용, 설비와 이 바닥시스템의 구성 부

재  고정조건 등을 실제에 가깝게 모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내진안 성 평가를 

하여 진동  시험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 다.

 2.4.1 진동대시험 결과
진동 시험은 Picture1과 같이 한  력연구원의 

6자유도 진동시험 를 이용하여 입력지진 최  층

응답지진가속도 3.5g를 가해서 시험했으며, Fig. 9

와 같이 시험에서 용된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요구

응답스펙트럼을 진동수  구간에 걸쳐 잘 포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동 시험 결과 Table 2와 

같이 본 내진성능 보강기술은 지진 발생   후

에도 기통신설비의 활동(活動)이나 도를 방지

하여 내진안 성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icture 1. 진동대시험 장면

Fig.9 시험 응답스펙트럼

Table 2. 시험 결과 

시험체    

제원(cm)

중량

(kg)

  FRS(g)

요구 시험

90×57×235 609 3.5 3.5 이상

80×73×235 800 3.5 3.5 이상

3. 결    론

    개발된 기술은 이 바닥시스템 상에 설치된 

기통신설비를 상으로 가동 에 무정 , 무이설 

방식으로 내진성능보강이 가능하며, 진동  시험을 

통해한 지진 발생 시 도나 활동(活動)에 항하는 

충분히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Picture 2에 보여 주는 실제 용 와 같이 

기존의 이 바닥시스템 상에 설치된 기통신설비

에 본 기술을 용하면, 기존의 내진보강기술보다 

훨씬 렴한 비용으로 기통신 넬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연속운 상태에서 내진성능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련설비의 효율 인 운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Picture 2. 내진보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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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해일 측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sunami early warning system of KMA

수1, 박순천2

기상청은 한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해일을 상시 감시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 상도달 시각

과 고 등을 측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진해일 탐지 10분 이내에 지진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한반도에 향을 미친다고 단되면 탐지 10분 이후에 지진해일 특보를 발령한다. 기상

청의 지진해일 경보 발표기 은 지진 규모 7.0 이상으로 우리나라 해안에 1.0.m 이상의 해일이 상될 

때 발표한다.

국립기상연구소는 지진해일 측 기술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반도 주변해역 통합형 정 격자 

지진해일 시나리오 DB를 생성하여 신속한 지진해일 DB 검색  표출을 통한 DB 리시스템을 구축하

여 활용 이다. 한반도 주변 총 5,997개 지 에 해 규모 6.0 ~ 9.0을 가정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시

나리오 DB를 완성하 다.

최근 동일본 지진 발생으로 세계에서 발생하는 규모 지진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지진해일에 

한 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지진해일 유발 가능 규모 지진의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 이다.

이를 통하여 기상청의 지진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지진

해일 조기경보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능력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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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의 재해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황

복진 1, 허룡2, 강태순3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지구 으로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이 연안재해 험을 가 시킴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정책의사 결정지원을 해 여러 분야에서 취약성 평가

가 시도되고 있으나, 연안에 한 종합 인 취약성 평가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과업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의 재해취약성 평가방안을 수립하고, 연안재해에 해 분산 리되

고 있는 연안정보를 통합하여, 재해원인별로 객 이고 정량 인 연안재해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

른 재해 응  응방안을 도출하기 함이다.

평가체계는 기존 IPCC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 임을 용하 으며, 연안재해노출지수, 연안민감도

지수, 연안 응능력지수를 도입하고, 최종 으로 연안재해취약지수를 도출하여 평가등 에 따른 한 

재해 응  응방안을 제시하 다. 한 이를 효과 으로 표출하기 한 GIS 기반의 취약성 평가 시스

템(CDAS, Coastal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System)을 구축하 다. 

재 부산을 포함한 남해연안 18개 지자체에 한 연안재해취약성평가를 완료하 으며, 향후 우리나라 

 연안에 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안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창조경제를 한 해양 

정책 의사결정지원에 극 활용될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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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 피해 련 연구동향

Research Trends of  Structural Damage Assessment Against Tsunami 

김진 1, 김용욱2, 이필승3

지진해일은 인류의 행복한 삶을 하는  세계 인 재난이다. 수많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천문학

인 재산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과는 달리 지진에 하여 상 으로 안 한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진과는 다르게 지진해일은 진앙지와 매우 먼 곳에도 직 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본의 서안에서 형지진의 가능성이 간간히 보고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동해안이 지진해일에 

안 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해일에 의한 처오름  침수심 등 유체역학  거동에 한 연구는 잘 이루어져 

오고 있었으나,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에 한 연구는 본격 으로 이루어진 바 없다. 본 발표에

서는 국내외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보여주고,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 피해 련 

해외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연구사례 들을 소개한다.

한, 소방방재청 주도하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주 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 피

해분석 기술개발”에 하여 소개를 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연구의 최종 목 은 구조

물 종류별 침수심의 크기에 따른 구조물의 피해 정도를 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

구의 1차년도에 진행했던 지진해일의 규모, 지진해일이 구조물에 미치는 힘,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의 

취약성 평가 등에 한 내용과, 2차  3차 년도에 수행할 정인 수리실험  수치해석, 구조물 괴모

드 분석, 본 연구과제의 최종성과물에 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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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울 피해 처 방안 연구

Study on the system to countermeasure large swells on the East coast 

김태림1, 이재 2, 강태순3, 천제호4

최근 동해안 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 원인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바람  랑

강도의 증가와 함께 방 제와 같은 해안에서의 인간 활동의 증가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에 

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한 동해에서의 랑 강도의 장기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동해에서의 랑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동해 앙 해역에서의 측 자료가 거의 무하여 랑 특성 분석에도 어

려움이 있다. 향후 동해에서의 랑 연구를 해서는 연안뿐만 아니라 앙 해역에서도 보다 많은 측

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일본에서 수행되어온 동해 울 측 자료  련 연구를 정리하

고 분석한다. 특히 2008년도  2012년도에 발생한 울에 한 자세한 분석과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문

제 을 제시한다. 한 동해 앙 해역에서의 랑 자료 획득을 한 성 측 자료의 활용 방안도 알

아본다.

재 울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해서는 울 피해 지역에 한 정확한 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운용 인 울 보 시스템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동해안 울 측 시스템의 장단

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구축 인 울 보 시스템  향후 연구 방향에 하여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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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 연구원 해안재해 응기술개발

Response Technology for Coastal Disaster of NDMI

홍성진1, 문승록2, 박형성3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립방재연구원은 안 행정부 국립재난안 연구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해안재해

에 응하기 해 방재연구실내에 해안방재 을 확 ·개편하 다. 해안방재 은 우리나라 해안재해와 

련하여 해안 방재기 에 한 정책연구, 해안재해 측· 방· 응 련 기술개발  장기 해안방재 

R&D 기획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진해일 피해 측에 한 연구에 집 하여 동해안 주요 43

개소에 한 시나리오 기반의 지진해일 응을 한 침수 상도 작성  지진해일 응시스템 개발 사업

을 추진하여, 소방방재청 업에 용하고 있다.

해안방재 은 과거 지진해일에 집 된 연구방향을 확 하여 해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재난에 따

른 포  안 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당해연도에는 기 개발된 지진해일 응시스템 개발 사

업의 연장선에서 지진해일 내습피해를 선제 으로 응하기 해 실시간 수치모델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

로 연구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태풍내습 피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주요도시나 공단이 

집 되어 있는 해안-하구에서의 해일, 하천범람, 태풍 등에 따른 피해 상을 악하고 감할 수 있는 연

구를 시작하 다. 향후 국립재난안 연구원은 해안방재 유 기 과 유기  력체계를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  해안재해 응기술 인 라로부터 국가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해안 방

재기 을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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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2 Manual Published by MOE and MLIT 

 
 

4. FLOATING WIND FARM STUDY 
 

MOE started field study for floating wind farm 
off the Kabashima-Island in Nagasaki-Prefecture 
since June 2012. Photo-3 and Photo 4 are photos 
taken at the site, when one of the authors visited the 
fielf experimental site an one of the advisors’ 
committee members on June 13, 2012. 

   

 
Photo-3 Committee Members at the Field Site 

 
 

 
Photo-4 Floating Wind Turbine Study 

 
 
5. COLLABORATION WITH FISHERY 

 
This paper also introduces other recent activities 

in Japan including academic approach for the 
offshore wind farm creation in Japanese society by 
collaborating with other marine industries 
including fishery operators (Yasuda, et.al., 2012).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rojects in Japan, an optimum mixture of 
policies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expansion fee through policy-
based intervention would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helping it spread. And more, it is vital that 
fishery operators accept the need for offshore wind 
farms to occupy a certain portion of ocean areas. It 
is also essential to convince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that these projects have the potential 
to provide a degree of stimulus to local economies.  

Acceptance from fishery operators should be 
obtained not through compensation to the fisheries 
industry but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power 
plant operators and municipal authorities on 
projects that will help to improve these operators’ 
lives. 

Japan will succeed in stimulating the 
development of its offshore wind power industry 
only through the creation and deployment of model 
projects for offshore wind farms that seek to 
increase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and 
obtain the cooperation of fishery operators. It is 
with this in mind that the authors of this paper are 
currently engaged in activities aimed at realizing 
such model projects. 

 



 

6. IEC TECHNICAL SATANDARD 
 
As offshore wind turbine technology is very new 

on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 has not yet 
completed. Therefore,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IEC) has recently started 
following two working groups. 

(1) IEC TC88 Maintenance Team3-1: 
 Design Reqirement of Offshore Wind Trubines 
   (for Seabed Fixed Offshore Wind Turbines) 
(2) IEC TC88 PT61400-3-2 

For creating a technical specification  
(for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The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EMA) organizes Japanese domestic committee 
for contributing the IEC Working Groups. One of 
the authors are participating these IEC international 
working groups as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JEMA committee.  

Photo-5, Photo-6 and Photo-7 were taken during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s held at 
Amsterdam, Netherland in December, 2011 and at 
Boston, USA in October, 2012, and at Tokyo in 
April, 2013, respectively.  

 

 
Photo-5 IEC TC88 MT3-1 Dec.1, 2011 

 

 
Photo-6 IEC TC88 PT61400-3-2 Oct.23, 2012 

 

 
Photo-7 IEC TC88 MT3-1 April.11, 2013 

 
7. TEXT BOOK PUBLICATION 

 
As coastal wind, wave, tsunami, tide are basic 

information for the design of offshore wind turbine 
system, Japanese NOWPHAS system, operated by 
associated agencies of the Ports and Harbors 
Bureau of the MLIT, is providing important data 
for offshore wind energy utilization in the coastal 
area in Japan. 

Recently, NOWPHAS system has established 
remarkable progress by introducing deep sea GPS 
buoy system, which enabled offshore tsunami early 
detection. Therefore, Coastal Development Institute 
of Technology (CDIT) revised textbook for explain 
coastal wave and tide observation in March, 2013. 
(Nagai, et.al., 2003) 

Photo-8 shows a committee members of CDIT 
engaged in the new textbook elaboration. Figure-2 
shows concept of GPS buoy system. And Figure-3 
shows the Japanese NOWPHAS wave observation 
network in 2011. (Kawaguchi, et.al., 2013) 

 

 
Photo-8 CDIT Committee for New Textbook 

 



 

 
Figure-2 GPS Buoy System 

 

 
 

Figure-3 NOWPHAS Network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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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coasts in Okinawa, Japan, have 

characteristic features such as coral reefs and 

subtropical vegetation because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This coastal 

environment has effectively functioned as a 

natural barrier against storm waves but has 

been rapidly lost owing to land use and the 

construction of roads very close to the 

shoreline. On coasts with these characteristics, 

it is important for the natural geomorphology 

and its function to be well protected to help 

prevent natural disasters by restricting the 

construction of shore protection facilities to 

the minimum level while reducing the 

lifecycle cost of shore protection. To stabilize 

sandy beaches, the use of subtropical 

vegetation including screw pine (Pandanus 

odoratissimus) and the formation of stable 

mounds covered with vegetation are effective 

for recovering the original appearance of 

Okinawa’s coast. This is also in accordance 

with the creation of scenic views of Okinawa, 

which are attractive to many tourists. In this 

study, the field observation of coasts in 

Okinawa was carried out from this viewpoint 

and issues related to coastal protection in 

terms of the lifecycle cost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several concrete measures were 

proposed.

2. CONTENTS OF STUDY 

In January 2013, we carried out field 

observation along coasts in Okinawa to 

investigate the original state of natural coasts 

in Okinawa, where a combination of sandy 

beaches with coastal vegetation can be seen, 

together with an investigation on wave 

overtopping over seawalls protecting roads, 

windblown sand, sand loss from artificial 

beach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and 

movement on coral reefs. 

(1) Importance of Preserving Original 
Scenery of Okinawa 

In general, sandy beaches composed of 

foraminifer remains and coral debris are 

formed at the landward end of coral reefs 

along with the growth of subtropical 

vegetation on the sandy beaches. The 

combination of sandy beaches with the 

vegetation produces the very special 

subtropical scenery of Okinawa. Typical 

scenery including such coastal vegetation can 

be seen on the Oku coast located at the north 

end of Okinawa Island, as shown in Fig. 1, and 

Fig. 1. Natural beach of Oku coast and 

veg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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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Komesu coast at the south end. The 
elevation of the most seaward point of the 
coastal vegetation is considered to be constant 
in the long term and depends on the intensity 
of the incoming waves and the beach slope, 
which in turn depends on the grain size of 
beach materials, as schematically shown in Fig. 
2. Thus, when we plan to create a buffer zone 
between the land and the sea, planting 
vegetation at a seaward location beyond this 
point must be avoided to create a stable 
vegetation zone. 
 
(2) Wave Overtopping 
 
Along roads passing through the lowland 
behind a sand dune or a seawall with a low 
crown height, wave overtopping often occurs 
during storm wave conditions together with 
the transport of sand behind the backyard of 
the sand dune or seawall. A typical case of this 
was observed during Typhoon No. 15 in 
August 2012 at Sosu village in the northeast 

part of Okinawa, as shown in Fig. 3.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the ground to be raised and 
because there are many houses in the 
hinterland behind sand dunes, the measures 
shown in Fig. 4 can be considered: the 
construction of a concrete dike or a mound of 
Ryukyu limestone combined with subtropical 
vegetation including P. odoratissimus.  

 
 
 
 
 
 
 
 
 
 
 
 
 

 
 
 
 
 

Fig. 4. Several methods mitigating wave overflow. 

 
 
 
 
 
 
 
 
 
 
 
 

Fig. 2. Cross section of vegetation, sandy beach, and coral reef. 

Fig. 3. Small concrete block separating road and 
walkway at Sosu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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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mage by Windblown Sand at 
Artificial Beaches 
 
On Azama-sansan Beach located in the south 
part of Okinawa, an artificial beach has been 
constructed by beach nourishment using 
dredged sand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a 
promenade and a gently sloping revetment. 
After the construction, a large amount of 
windblown sand was transported into the park 
through openings between the wooden fences, 
as shown in Fig. 5. Because there were no 
small gaps between the wooden panels of the 
fences, the wind could not attenuate between 
the wooden fences, which resulted in 
windblown sand, devastating the environment 
of the park. To prevent windblown sand and 
the diffusion of salinity inland, the use of a 
mound covered with vegetation, as shown in 
Fig. 4, is considered to be effective. 
   
(4) Discharge of Nourishment Sand 
 
On Sunset Beach located in Chatan Town, 
beach nourishment was carried out after the 
extension of two L-shaped groins to prevent 
sand from discharging from the artificial beach 
between the two groins. After the construction, 
the foreshore disappeared at the central part of 
the beach, even though the beach was widened 
by beach nourishment. This was because of 
the wave-sheltering effect caused by the north 

and south groins, resulting in severe wave run-
up on the gently sloping revetment, as shown 
in Fig. 6. It is reasonable that the transverse 
part of the groin parallel to the coastline is 
shortened or that an impermeable structure at 
the tip of the breakwater is replaced by a 
permeable structure. 
 
(5) Impact of Offshore Dredging 
 
Araha Beach in Chatan Town is an artificial 
beach bounded by two groins extended at both 
ends. Beach nourishment was carried out to 
create a sandy beach on the devastated coral 
reef. The offshore coral bed was excavated 

 
 
 
 
 
 
 
 
 
 
 
 
 
 
 
 

 
 
 
 
 
 

Fig. 6. Satellite image of Sunset Beach in Chatan Town taken on June 18, 2011. 

 

Fig. 5. Intrusion of windblown sand into park 
through openings between panels of wooden 
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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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ly after World War II and a deep channel 
was formed by dredging at point A offshore of 
the artificial beach, whereas part of a shallow 
flat reef remained at point B, as shown in Fig. 
7. Because of this offshore dredging, the wave 
field changed and longshore sand transport 
was induced from locations with a large wave 
height to the calm wave zone behind point B, 
resulting in shoreline recession in the southern 
half and shoreline advance in the northern half 
as well as the discharge of sand from the tip of 
the north groin.  
 

3. CONCLUSIONS 
 
In Okinawa Island, there are many 
complicated issues related to coastal 
engineering, such as wave overtopping over 
dunes, the discharge of sand inland, 
windblown sand, and the loss of nourishment 

sand. Fundamentally, coastal roads had to be 
constructed across the coastal lowland under 
the restriction that the crown height of the 
seawall protecting the roads was not 
sufficiently high because of the requirement to 
maintain scenic views along the coast. This is 
one of the causes of wave overtopping. 
Although raising the crown height is effective 
for reducing wave overtopping, it also causes 
the loss of scenic views. Thus, preventing 
wave overtopping has a trade-off relation with 
the preservation of scenic views. It was 
concluded that a lack of planning at the initial 
stage caused an increase in the lifecycle cost 
of coast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find the 
weak points of various facilities and improve 
then using more appropriate methods to reduce 
the lifecycle cost. 
 

 

 

 

 

 
 
 
 
 
 
 
 
 
 
 
 
 
 
 
 
 
 
 
 
 
 

Fig. 7. Satellite image of Araha Beach in Chatan Town taken on April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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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Beach erosion has been severe not only in 
Japan but also Korea and elsewhere. Many of 
the cases of the beach erosion have occurred 
as the impact by anthropogenic factors (Uda, 
2010). Main caus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erosion caused by the imbalance of 
longshore sand transport triggered by the 
interruption of longshore sand transport by 
extending port breakwaters, beach erosion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wave-shelter 
zone by the extension of the breakwater, and 
decrease in sediment supply from rivers. We 
have developed practical models for predicting 
beach changes due to these causes: the 
contour-line-change model considering 
changes in grain size (Uda and Serizawa, 
2010) and the BG model (a 3-D model for 
predicting beach changes based on Bagnold’s 
concept) (Serizawa et al., 2006; 2007) to solve 
these real issues. In particular, the BG model 
has been extensively used for not only the 
prediction of the beach changes under the 
ordinary conditions but also the prediction of 
change in river mouth bar, the formation of a 
barrier island and sand spits (Uda et al., 2012). 
In this study, we introduce one of the 
applications of the BG model to the prediction 
of development of sand spits with rhythmic 
shapes owing to the high-angle wave 
instability (Ashton and Murray, 2006), as 
shown in Fig. 1. Then, the effects of the 
anthropogenic factor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n offshore breakwater on the development 
of sand spit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model. 
 

2. CALCULATION CONDITIONS 
 
In the BG model (Serizawa et al., 2012), the 
sediment transport flux was assumed to be 
proportional to the dissipation rate of the wave 
energy, and it was given by the dissipation rate 
due to wave breaking at any point obtained in 
the calculation of the wave field. For the 
numerical calculation of the wave field, the 
energy balance equation given by Mase (2001) 
with the dissipation term due to wave breaking 
was used. For the wave conditions, 
considering the formation of sand spits in a 
shallow lagoon, we assumed Hi = 1 m and T = 
4 s. The wave direction was assumed to be 
obliquely incident from 60° counterclockwise 
(Case 1) or incident from the directions of 
±60° with probabilities of 0.65:0.35 (Case 2), 
while determining the direction from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at each step. In Case 3,  

 

Fig. 1. Multiple sand spits with rhythmic shapes 
developed in Azov-type shallow water body facing 
the Chukchi Sea in Russia (Zenkovich,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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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 breakwater on the formation of 
asymmetric sand spits was investigated. We 
considered a shallow lake with a flat solid bed, 
the depth of which was given by Z = -4 m, and 
a uniform slope of 1/20 was set. At the initial 
stage, an infinitesimal random perturbation 
with amplitude ∆Z = 0.5 m was applied to the 
slope. The calculation domain is a rectangle 
with 4 km length and 1.2 km width, and at 
both ends a periodic boundary condition was 
set. In addition, the berm height was hR = 1 m 
and the depth of closure was assumed to be hc 
= 4 m. The equilibrium slope and the repose 
slope were 1/20 and 1/2, respectively. The 
calculation domain was divided with a mesh 
size of ∆x = ∆y = 20 m, and ∆t was selected to 
be 0.5 h. The calculation of the wave field was 
carried out every 10 steps in the calculation of 
beach changes. 
 

3. RESULTS 
 
Figure 2 shows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 in 
Case 1. The infinitesimal perturbation applied 
to the slope at the initial stage developed into 
sand bars, and the shoreline projection 
increased with time while moving rightward. 
After 2×104 steps, these sand bars developed 
into as slender sand spits. The small-scale sand 
spits located adjacent to each other, merged 
into large-scale sand spits and disappeared, 
forming sand spits with an elongated neck 

after 4×104 steps. The sand spits further 
continued to develop with time. Figure 3 shows 
the calculation results in Case 2 when waves 
were incident from the directions of ±60° with 
probabilities of 0.65:0.35. Because the direction 
of net longshore sand transport was rightward, 
sand spits developed while moving rightward. 
After 2×104 steps, slender sand spits extended 
offshore, and a hooked shoreline had formed 
downcoast of the spits. After 4×104 steps, these 
sand spits extended further rightward with a 
narrow neck at the connecting point to the land. 
These results after 4×104 steps and the case in a 
lagoon facing Chukchi Sea shown in Fig. 1 are 
in good agreement.  
In Case 3, an offshore breakwater was 
constructed in a zone offshore of sand spits A 
and B, given the results after 3×104 steps in 
Case 2, as shown in Fig. 3(e), as the initial 
bathymetry, and beach changes were 
calculated until 4×104 steps (Fig. 4). The tip of 
the sand spit A rapidly extended to connect the 
breakwater until 5×103 steps, and this 
elongation of the sand spit caused the waves 
incident from the left to be sheltered in the 
area right of the breakwater, resulting in the 
reversal of the direction of longshore sand 
transport from rightward to leftward. Thus, the 
direction of the elongation of sand spit B was 
reversed and extended toward the lee of the 
breakwater. Sand spit C also rapidly extended 
rightward because waves incident from the 

 
Fig. 2. Development of sand spits from infinitesimal perturbation under wave conditions obliquely incident 
from 60° counterclockwise (Case 1). 



right were sheltered. After 1.5×104 steps, sand 
spits B and C markedly elongated to connect 
to sand spit A, leaving two lagoons behind the 
breakwater. After 2.5×104 steps, a double 
tombolo developed, leaving two lagoons 
behind. After 4×104 steps, a new sand spit 
started to extend from the right end of the 
breakwater because of the net rightward sand 
transport. The beach changes observed when a 
breakwater was constructed, as shown in Fig. 
4, can be observed in Taman located in 
southwestern Russia bounded by the Azov Sea 
and the Black Sea. Figure 5 shows an example 
of sand bars with two lagoons inside in a 
shallow water body due to the wave-sheltering 

effect of a shoal (Zenkovich, 1967). Sand bars 
with two lagoons inside have been formed by 
the wave-sheltering effect by the shoal shown 
in the lower part of the figure. The extension 
of many ridges left of sand bar A shows that 
waves are incident from the direction normal 
to shoreline (a). A slender sand bar B also 
extends with protrusions formed by breaching 
inside the lagoon on the other side. This 
indicates that sand bar B was formed by the 
action of waves incident from the direction 
normal to shoreline (b). Furthermore, at the tip 
of sand bar A, a small sand spit C extends 
rightward. Since the white seabed in Fig. 5 is 
assumed to show a shallow seabed covered 

 
Fig. 3. Development of sand spits under wave conditions obliquely incident from ±60° with probabilities of 
0.65:0.35 (Case 2). 

 
Fig. 4.  Deformation of sand spits formed under oblique wave incidence from ±60° (probability 0.65:0.35) 
after construction of breakwater (Case 3). 



with sand, a very shallow seabed extends 
offshore of sand spit C, and on the right side of 
sand spit C, the seabed depth suddenly 
increases, implying that sand spit C developed 
at the corner of the abruptly changed shoreline. 
The fact that the tip of sand spit C extended 
rightward shows the wave action from 
direction (b). Thus, the sand bars were formed 
when waves were incident to the coast from two 
directions in a shallow sea with an offshore shoal. 
The calculated results in Case 3 reasonably 
explained the example of the formation of the 
sand bars with two lagoons inside and the 
formation of small sand spit C in Fig. 5. 
 

4.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sand spits with rhythmic 
shapes owing to the high-angle wave 
instability was predicted under natural 
conditions using the BG model, and then the 
impact of constructing a breakwater was 
predicted. The construction of an offshore 
breakwater strengthened the wave-sheltering 
effect as well as the blockage of longshore 
sand transport, resulting in dominant beach 
changes. Further details of the results are 
shown in Serizawa et al. (2012; 2013). The 
BG model has been used to predict beach 
changes around various coastal structures 
(Serizawa et al., 2006; 2007). It is also 
applicable to the numerical simulation of the 
formation of a sand spit or a slender sand bar 
due to shoreward sand transport on a shallow 
tidal flat (Uda et al., 2012). The applicability 
of the BG model was further widened by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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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듬히 입사하는 랑의 내부조

Numerical modeling of directional wave propagation using an internal wave maker

하태민1, 심재설2, 기천3, 유제선4

컴퓨터 기술이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 랑변형에 한 연구에서도 수치모형을 통한 연구의 범 가 

차 넓어지고 있으며, 그 요성 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랑변형의 용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수치수조 경계에서 발생하는 랑의 재반사 문제

는 장시간의 수치실험에서 매우 큰 오차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일반 으로 수

치수조에서 랑의 재반사를 막기 해서는 내부조  기법을 도입하고 수치수조의 경계에 소 역을 두

어 오차를 이는 것이 일반 이다. 그 동안 Navier-Stokes 방정식 모형에서는 질량 원천항을 이용한 내

부조  기법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차 활발해지면서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 모형의 내부조  기법에 한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최근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 모형에서 Boussinesq 방정식의 운동량 원천항을 활용하여 랑을 내부

조 하는 기법이 발표되어 3차원 공간에서 경사지게 입사하는 랑을 성공 으로 재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운동량 원천항을 이용한 내부조  기법을 개발하여 경사지게 입사하는 랑을 조 하고 해석해와 

비교하여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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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퇴상에서의 변형 실험

Experiments for Wave Transformation over a submerged Shoal

이종인1, 문강일2, 임호석3, 배일로4

Jong-In Lee1, Gang-Il Moon2, Ho-Seok Lim3 and Il-Rho Bae4

1. 서론

변수심에서 굴 , 회 , 천수  쇄 를 포함하는 

변형 해석은 해안공학자에게 매우 요한 사항이다. 

랑은 연안구조물 건설, 쇄 내 내에서 침퇴 상 규

명 등에 있어 가장 요한 외력이기 때문이다. 재까

지 변형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한 많은 방정

식과 수치모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개발된 수치모형

은 수리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서 그 정확도를 평가하

는 것이 일반 이다. 기존 수치모형은 비쇄 조건에서

의 변형은 비교  정확하게 해석하 다. 그러나 쇄

조건에서의 해석은 정확도가 높지 않았으며, 이는 쇄

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흐름으로 인해 굴 과 회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되었다(Yoon et al., 

2004; Choi et al., 2009).

Berkhoff et al.(1982)은 타원형 수  천퇴가 1/50의 

경사면에 놓여 있는 역에 규칙 를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결과는 랑의 변형을 해석하

는 수치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리 활용되

었다. 그러나 부분의 연안구조물 건설 등이 쇄 내

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비쇄 조건의 결과라는 것

이 다소 아쉬운 이라 할 수 있다. 

Vincent and Briggs(1989)는 다방향조 기를 이용하

여 타원형 수  천퇴상에서의 변형을 다양한 랑

(규칙 , 일방향  다방향 불규칙 )  조건(비쇄  

 쇄 )에 해 수행하 다. Vincent and Briggs(1989)

는 규칙 , 일방향  다방향 불규칙 에 따른 차이

을 밝힌 유용한 실험자료를 제공하 다. Vincent and 

Briggs(1989)는 'Initial Series'에 해서는 많은 지 에

서의 고계측을 수행한 후 상 고의 3차원 자료를 

제시하 다.  'Breaking Series'의 결과에서는 비쇄 조

건의 경우와는 달리 천퇴 앙부보다는 측면의 고가 

더 크게 계측됨을 보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심

사인 'Breaking Series'의 결과는 천퇴 후면의 선과 

나란한 1개 단면에 해서만 실험결과를 제시하 고, 

 진행방향 단면에 한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Chawla et al.(1996)은 일정 수심상에 원형 천퇴을 설

치한 후 실험을 수행하 다. Chawla et al.(1996)은 천

퇴 상부  후면부에서 여러 계측구간을 설정하여 고

를 계측하 으며, 특히 천퇴 앙부를 통과하는  진

행방향의 단면에 한 계측결과를 제시하 다. 그리고 

Vincent and Briggs(1989)의 실험에서와 같이 쇄 조건

에서 천퇴 측면부의 고가 앙부보다 크게 계측됨을 

보 다. 그러나 실험에 용된 고가 상 으로 작아 

천퇴상에서 발생하는 강한 쇄 로 인해 발생하는 흐름

으로 인한 여러 상을 재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이 

있다고 생각된다.

Yoon et al.(2004)은 REF/DIF S 모형(Kirby and 

Özkan, 1994)과 천수방정식에 기 한 흐름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쇄 유도류가 랑의 변형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Choi et al.(2009)는 랑-흐름 결합모

형과 FUNWAVE 모형(Wei et al., 1995)을 이용하여 

랑과 쇄 유도류의 상호 계를 Vincent and Briggs 

(1989)의 실험 역에 용하여 검토하 다. Yo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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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4)과 Choi et al.(2009)은  진행방향에 한 실

험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쇄 유도류가 랑의 변

형에 미치는 향을 1개 지 의 실험결과만을 상으

로 비교하 고, 쇄 조건에서  진행방향의 변형

에 한 반 인 비교는 수행하지 못했다. 

쇄 로 인해 발생되는 쇄 유도류가 랑의 굴   

회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실험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정 수심상에 타원형 수  천퇴를 설치한 후 변형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용된 천퇴의 제원은 

Vincent and Briggs(1989)의 실험과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주기의 랑을 용하여 실험자료를 구축하 다. 

실험 는 규칙 와 일방향 불규칙 를 용하 으며, 

천퇴 상단에서 쇄 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 다. 쇄 조건의 실험에 용된 입사

는 천퇴에 도달하기 까지는 쇄 가 발생하지 않는 

랑조건이다. 계측은 선과 평행한 방향 뿐만 아니라 

 방향에 해서도 수행하 다.

2. 실험영역 설정

수리실험은 길이 40 m, 폭 30 m, 높이 1.5 m의 평면

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조 기는 6개의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동부에 연결된 조  

하나의 폭은 3 m, 높이는 1.5 m로서 체 폭은 18 m이

다. 실험에 사용된 조 기는 기서보피스톤식으로서 

규칙  기 으로 최 고 0.7 m, 주기 0.5 sec～5 sec의 

를 재 할 수 있으며, 규칙   일방향 불규칙 의 

조 가 가능하다. 실험에 사용된 고계는 용량식으로

서 길이는 0.7 m이고, 측정범 는 ±0.35 m이다.

Fig. 1은 평면수조내 천퇴의 치, 반사  제어를 

한 소 시설 배치 등을 도시한 것이다. 실험시 수조내

에서의 반사를 억제시키기 해 조 기 면의 수조벽

에는 1:10의 경사, 후면벽에는 1:3의 경사로 쇄석을 배

치하 다. 그리고 측면벽은 1:2의 경사로 쇄석을 설치

하고 면에 유도 과 소 시설을 배치하여 조 기에

서 발생된 랑을 유도함과 동시에 반사 의 발생을 억

제하 다. 실험 역내에 9곳의 계측단면을 설치하고, 

자유수면을 계측한 후 자료를 분석하 다. Section 

1~Section 5는 선과 평행하며, section 6~Section 9

은 선에 직각방향이다. 각 계측단면의 치는 Fig. 

1에 도시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된 천퇴는 높이에 맞춰 0.2 m 간격으로 

제작된 알루미늄 를 설치한 후, 모래를 채우고 약 

0.05 m의 두께로 모르타르를 피복하 다. 천퇴 심의 

좌표는 x=9 m, y=0 m에 치한다. 사용된 천퇴의 장축

반경은 3.5 m, 단축반경은 2.5 m로서 Vincent and 

Briggs(1989)의 실험에 용된 천퇴보다 약간 작다. 그

리고 천퇴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X ′ 



 
Y ′ 



 

여기서, X'과 Y'은 천퇴 심에서의 국부좌표이며, 각각 

단축과 장축을 가리키는 것이다.

수조바닥으로부터의 천퇴높이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지며, 천퇴 심부(X'=Y'=0 m)에서의 최  높이는 dtop 

= 0.35 m이다(Fig.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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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험 역내 임의지 에서의 수심(h)은 다음과 

같다.

h m  h
o
 d

여기서, ho는 정수 에서 수조바닥까지의 수심이다. 본 

실험에 용된 천퇴는 Vincent and Briggs(1989)의 천

퇴에 비해 크기가 작고, 천퇴 심부의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상 으로 천퇴의 경사가 하다. 

3. 실험조건

본 실험은 규칙 와 일방향 불규칙 를 상으로 하

으며, 주기는 1.2 sec에 해 4개의 고(0.03 m, 0.07 

m, 0.10 m, 0.15 m)를 용하 다. 그리고 수심(ho)은 

0.45 m로 설정하 다.

자유수면자료는 20Hz 간격으로 계측하 다. 규칙

의 경우에는 2,400개(120 sec), 불규칙 의 경우에는 

6,000개(300 sec)의 자료를 계측한 후, zero-up-crossing

법을 이용하여 고와 주기를 분석하 다. 실험 는 천

퇴를 설치하기 에 설정하 으며, 천퇴를 설치한 후 

실험을 수행할 때에는 Fig. 1에 도시된 기 에서 고

를 상시 계측하여 입사 를 검하 다. 

천퇴 설치후의 변형 해석을 해 실험  설정시

와 동일한 시간동안 자유수면을 계측한 후, 고를 분

석하 으며 실험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해 동일 조건

에 해 3회 이상 반복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4. 실험결과

Fig. 3과 Fig. 4는 주기(To, Tso) 1.2 sec, 고(Ho, 

Hso) 0.03m인 입사  조건에서 Section 3과 Section 6을 

따른 상 고를 각각 도시한 것이다. Ho=Hso=0.03 m

인 경우는 천퇴상단에서 쇄 가 발생되지 않은 조건으

로서 제 으로 규칙 의 경우가 불규칙 에 비해 상



고가 약간 크게 계측되었으며, 상 고의 변동성 

한 불규칙 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진행방향의 

결과인 Fig. 4를 살펴보면, 규칙 의 상 고는 약 3에 

달하며, 불규칙 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작은 2.5이

다. 한 규칙 의 경우에는 천퇴 상부에서 속한 증

폭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5와 Fig. 6은 쇄 조건의 결과로서 주기(To, Tso) 

1.2 sec, 고(Ho, Hso) 0.1m인 입사  조건에서 

Section 3과 Section 6을 따른 상 고를 각각 도시한 

것이다. Fig. 5 Section 3를 따른 상 고를 도시한 것

으로서 천퇴 앙부의 상 고가 그 측면에 비해 작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Yoon et al.(2004)  Choi et 

al.(2009)의 연구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쇄 유도류의 

향 때문이다. 즉, 쇄 로 인해 발생되는 Jet과 같은 흐

름으로 인해 랑의 굴 이 제한됨으로 인해  에 지

의 집 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Fig. 6는  방

향의 결과로서 비쇄 조건인 Fig. 4와는 달리 천퇴후면

에서 랑의 증폭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술한 원인에 기인한다. 비쇄 조건과는 달리 불

규칙 의 상 고가 규칙 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나

며, 이는 불규칙  성분  랑 성분이 쇄 되지 않

고 진행되고, 한 다양한 주기성분의 성분 로 인해 

굴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단된다.

5. 요약

랑의 변형을 해석하는 수치모형의 검증자료 

확보, 수치 으로 검토된 쇄 유도류의 향 분석 등을 

해 본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으로부터 쇄 유도

류가 랑의 굴   회  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은 재 고계측은 종료되었으며, 쇄 유도

류의 계측이 진행 에 있다. 실험이 완료되면 수치모형

의 검증 등을 해 계측된 자료를 제공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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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Fig. 2. Side view of submerged shoal

Fig. 3. Normalized wave height at Section 3 for

non-breaking condition

Fig. 4. Normalized wave height at Section 6 for 

non-breaking condition

Fig. 5. Normalized wave height at Section 3 for

breaking condition

Fig. 6. Normalized wave height at Section 6 for 

breaking condition

    



조류발 용 터빈 설계기법 간소화   볼텍스 감소방안 연구

Simplification of Tidal Blade Design Procedure and Reduction of the Tip Vortex

조철희1, 이강희2, 이 호3, 황수진4

Chul H. Jo1, Kang Hee Lee2, Jun Ho Lee3, and Su Jin Hwang4

터빈은 조류에 지를 회 에 지로 변환하는 1차 변환 장치로 조류발  시스템 체의 효율에 한 

향을 미친다. 터빈의 설계에서 스팬방향에 따른 코드길이와 비틀림 각은 터빈의 형상을 결정하는 요

한 변수이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수평축 터빈의 유체역학을 기 로 항력과 날개손실계수의 향

을 고려하여 유도된 복잡한 함수를 반복 계산하여 흐름유도계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드길이와 

비틀림 각을 계산하 다.

본 논문에서는 반복계산 없이 터빈 반경, 블 이드 수, 주속비 등의 설계 변수들에서 코드길이와 비틀

림 각을 직  계산하는 함수를 유도하여 터빈을 설계하 다.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

용하여 설계된 터빈의 성능해석을 수행하 으며, 기존 터빈설계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된 기법의 타

당성을 검증하 다. 날개손실의 주요 원인인  볼텍스 감을 해 선박 로펠러에 활용되고 있는  

라운딩 기법을 설계한 터빈에 용하 다. CFD를 수행하여 효율변화를 찰하 으며 최  라운딩 형상

을 도출하 다.

1 인하 학교 / 정교수 / chjo@inha.ac.kr

2 인하 학교 / 박사과정 / kanghee@inha.edu

3 인하 학교 / 석사과정 / ljunh330@inha.edu

4 발표자 : 인하 학교 / 학부연구생 / momgukh@inha.edu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해수면 상승에 따른 랑조건의 변화 : 불규칙

Change of nearshore waves in response to sea-level rise : Random waves

천세 1, 서경덕2

 Se-Hyeon Cheon1,  and Kyung-Duck Suh2

1. 서론

최근 30년 동안,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주축으로 한 국제 사회는 온실가

스 배출량과 그에 따른 기후변화를 측하기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온실가

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과 이

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IPCC가 제안한 모든 시나리

오에서 측되는 것으로 발생이 불가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이 야기할 다양

한 향과 상승률에 한 정량  측은 IPCC의 온

실가스배출 시나리오가 발표된 이래로 지속 인 연

구의 상이 되어오고 있다. 

특히, 해안 구조물은 해수면 상승의 향을 가장 

직 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랑조건의 변화가 구조물 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 한 안정성 확보를 한 

설계변수의 변화에 한 연구가 다각 으로 수행되

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부분 특정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거나 용 상지역이 

국소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해안 구조물 설

계에 직 으로 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Townend(1994)는 해수면 상승을 수심변화율로  

표 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심변화율에 따른 랑조

건( 고, 장, 천수계수, 굴 계수 등)의 변화율을 

식과 그래 의 형태로 제안하 다. 한 제안된 

랑조건의 변화율을 사용하여 수심변화율에 따른 월

량의 변화, 마루높이의 변화, 해안 구조물 단부 

표고의 하강율 등 구조물의 설계변화를 식과 그래

의 형태로 제안하 다.

그러나 Townend의 방법은 규칙 를 기본으로 제

안된 것으로 불규칙 가 지배 인 실제 해역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Lee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칙 에만 용 가능한 Townend의 

방법을 불규칙 에도 용 가능하도록 확장하 으

며 그 결과를 식과 그래 로 제시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개요

Townend(1994)가 제안한 방법과 같이 해수면 상

승은 수심의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수심변화율에 따른 랑 조건 변화율의 용범

를 규칙 에서 불규칙 로 확장하기 해 불규칙

에 용 가능한 랑 특성식( 고, 주기, 천수계

수, 굴 계수 등)을 사용하 다.

2.2 연구범위

해수면 상승에 따른 불규칙 의 랑 특성 변화를 정

량 으로 분석하기 해 수심변화율에 따른 고, 

장, 굴 계수, 천수계수 등을 분석하 다. 

Townend(1994)의 경우 규칙 에 한 수심변화율

에 따른 랑 특성변화율을 제안하고 이를 구조물에 

용하여 제안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랑 특성 변화율

만을 연구의 상으로 하 다.  

2.3 용어정의

▪D = 수심 ▪H = 고

▪H0 = 심해 고 ▪H1/3 = 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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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장 ▪m = 바닥경사

▪C = 속 ▪Ks = 천수계수

▪Ksi = 규칙  천수계수 ▪KR = 굴 계수

▪L0 = 심해 장 ▪ = 심해 향

▪DL0 = D/L0 (상 수심) ▪  = 상지역 향

▪s0 = H0/L0 (심해 행경사)

▪‘ = 변수의 오른쪽 상단에 더하여 수심변화 이후의 

변수를 의미함

▪“ 문자 변수의 소문자 형태” = 수심변화 이 의 변

수와 수심변화 이 의 변수의 비를 나타냄

를 들면, h는 수심변화이 의 고 H와 수심변화 

이후의 고 H’의 비를 의미하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

면 식(1)과 같다. 

′ (1)

2.4 연구과정

수심변화율에 따른 불규칙 의 변화를 산정하기 

해 장, 굴 계수, 천수계수, 고의 순서로 그 변화율

을 산정하 으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각 변화율은 식과 

그래 의 형태로 제안되었다. 

2.4.1 해수면 상승에 따른 파장과 굴절계수의 변화

해수면 상승 이 의 수심을 D, 해수면 상승 후의 수

심을 D’이라고 하면 수심의 변화율(d)는 식(2)와 같다.

′ (2)

Townend(1994)는 규칙 에 한 장과 굴 계수

의 변화를 각각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  주

기에 해당하는 장을 이용하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불

규칙 의 장변화를 산정하 으며 Townend가 제안

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식(3) 과 같이 음함수의 형

태로 제안되었다.




′
 tanh


tanh

          (3)

 Townend(1994)은 장의 변화율을 d와 의 함

수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장의 변화율(l)을 d와 


의 함수로 제안하여 용의 편의를 도모하 다.

굴 계수의 경우 기본 인 근 방법은 굴 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으로 Townend(1994)가 제안한 방

법과 동일하다. 다만 Townend(1994)의 경우 굴 계수

의 변화량을 상지역의 향과 속의 비로 나타내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  , 을 이용하여 를 산정

하 다.

2.4.2 해수면 상승에 따른 천수계수의 변화

해수면 상승에 따른 불규칙  천수계수의 변화율을 

산정하기 해 불규칙 에 용이 가능한 천수계수식

(Kweon and Goda, 1996)을 이용하 으며 식(4)와 같

다. 

  



 (4)

2.4.3 해수면 상승에 따른 파고의 변화

해수면 상승 이 의 유의 고를 , 해수면 상승 후

의 유의 고를 ′이라 하면 유의 고의 변화율

( )은 식(5)와 같다.

 ′ (5)

단, 이후로 을 신해 를 사용한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불규칙 의 고변화를 분석하기 

해 Goda(1973)가 제안한 식(6)을 사용하 다. 

 











   
 ≥

min max
 
 

 

 (6)

단, β0=0.028s0-0.38exp[20m1.5], β1=0.52exp[0.42m], 

βmax=max{0.92, 0.32s0-0.29exp(2.4m)}을 나타낸다.

식(6)는 , 
, m 값을 이용하여 각 수심에서의 

유의 고 값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심해에서 천해까지  

수심에 해 용이 가능하다. 식(6)에서 DL0의 값이 0.2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비쇄 구역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DL0의 값이 0.2 보다 작을 경우 식(7)를 이용해  

비쇄 구역, 이구역, 쇄 구역으로 나  수 있다.  












≥
max








쇄파구역





max








 

max
 중간구역


max

≥ 비쇄파구역

(7)

식(6)에서 각 구역은 서로 다른 식을 용하여 고

를 산정하게 되며 각 식을 이용하여 해수면 상승에 의

한 고변화를 산정하 다.

3. 결과 및 토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장의 변화는 식(3)에 음함

수의 형태로 제안되었으며 Townend(1994) 이를 


에 해서 그래 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Fig. 1. Relative change of wavelength according to 
sea-level rise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굴 계수의 변화율은 식(8)과 

Fig. 2에 나타내었다.


  



 


  (8)

여기서,  tanh sin이다. 

Fig. 2. Relative change of wave refraction 
coefficient for d = 1.1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굴 계수

의 변화율은 식(8)과 Fig. 2에서와 같이 상 수심과 

심해 향의 함수로 제안되어졌다. 이는 상지역에

서의 고비와 속의 비로 굴 계수의 비를 나타

낸 Townend의 식 보다 용이 편리한 형태이다. 

해수면 상승에 의한 천수계수의 변화는 Kweon and 

Goda(1996)가 제안한 식(7)을 이용하여 산정되었다.

       (9)

여기서,  




 를 나타낸다.

Fig. 3. Relative change of shoaling coefficient 
according to sea-level rise 

Fig. 3에서 2  선과 그래 의 오른쪽  값으로

부터 규칙 의 천수계수의 변화율을 얻고 실선의 값

을 읽어 값을 얻어 식(9)에 입하여 불규칙  조

건에서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천수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식(9)를 직  이용하여 천수계수를 산정하기 

해서는 Townend(1994)가 규칙 에 해서 제안한 

천수계수식을 사용하여 를 구하고 상지역의 


와 상 랑의 로부터 를 직  계산하는 방

법이 있다. 그러나 불규칙  조건에서의 천수계수의 

변화율이 크지 않아 Fig. 3을 사용하여 천수계수의 

변화량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식(6), 식(7), 식(9)를 이용하여 해수면 상승

에 따른 고의 변화율을 산정해 식(10)에 나타 내었다.












   쇄파구역


max

  쇄파전이구역

 전이구역

 
max

전이비쇄파구역

비쇄파구역

  (10)

단, 식(10)에서 쇄 / 이구역과 이/비쇄 구역은 

해수면 상승 에는 쇄 구역과 이구역에 해수면 

상승 후에는 이구역과 비쇄 구역으로 각각 속하

게 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식(7), 식(9), 식(10)을 이용하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고의 변화율을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Fig. 4에서 음 으로 표 된 구역이 이구역을 

나타내며 이구역을 심으로 좌측이 쇄 지역 우

측이 비쇄 지역으로 각각 나 어진다. Fig. 4에서 

음 으로 표시된 이 지역은 1/50 바닥경사에 한 

경계로 이 밖의 바닥경사에 한 경계를 산정하기 

해서는 Fig. 4의 들을 직  이용하거나 내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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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change of wave height according to sea-level rise : Random waves

을 추정하여 경계를 찾을 수 있다. 한 해수면 

상승에 의해 랑의 구역이 달라지는 것을 평가하기 

해서 이지역 상단과 하단에 수심변화율의 크기

를 나타내는 축척을 이용하여 각 경계를 축척만큼 

평행 이동시켜 구역의 변화를 평가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심 상지역의 랑에 미치는 해수

면 상승의 향을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용하기 해 

Townend(1994)가 제안한 방법을 불규칙 랑에 해

서 확장 하 다. 한 이를 보다 쉽게 용하기 해 각 

변화율을 상 수심과 심해 행경사의 함수로 나타내

어 그래 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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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해일 내습에 의한 해양 구조물에 미치는 수평, 수직 력

Horizontal and Vertical Wave Loads on the Coastal Superstructure 

by storm waves

신성원1, Daniel Cox2, 김규한3

Coastal storms have caused to significant failure of highway bridges in United States. Douglas et al, 

2006 has shown that coastal highway bridges can be damaged seriously by wave loads. To assist in the 

design of future bridges and retrofit of existing ones, it is essential to develop numerical simulation tools 

for parametric studies and examination of detail structural behaviors without having to rely on extensive 

experimental results or highly empirical formulations, often derived from small-scale experiments. 

Large-scal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stimate wave loads on bridge cross-sections based on the I-10 

bridge failure at Escombia Bay, Florida, during Huricane Katrina. The bridge specimen is fitted with six 

load cells to measure horizontal and vertical forces as well as overturning moments.  Twelve pressure 

transducers are arrayed vertically along the exterior girder and across the deck along the direction of wave 

travel to quantify the vertical and horizontal force profiles.  The experiments evaluate the forces on the 

bridge superstructure associated with periodic and random waves over a range of water depths.  In 

addition, tow-dimensional mid-scal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lift pressure on a jacket 

type structure by regular and random waves. Five pressure transducers were mounted beneath the 

superstructure. the From both experiments, wave loads and pressures are not always proportional to 

waves or water surface level. 

The COBRAS was employed in this study to predict wave loads on the specimen. This model solves the 

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s with VOF method and k-epsilon turbulent closure scheme. It 

has been used with reasonable success for coastal beaches and structures in terms of wave transformation, 

hydrodynamics, and impact pressure (Shin et al., 2006, Cox and Shin, 2007). The large-scale experimental 

data set includes the water surface elevations an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wave loads. The data set was 

used to evaluate the COB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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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특수방파제는 파력에 대해서 중량으로 저항하는 형식의 

구조물로, 주로 혼성제의 직립부를 소파성능이나 내파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개량한 구조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방파

제에서 주변파동장 및 반사율 및 월파량 등을 해석하기 위하

여 2D-NIT 모델을 확장한 3 차원수치모델인 3D-NIT 모델 

(Three-Dimensional Numerical Irregular Wave Tank 모델)을 적용

한다. 구체적인 수치계산의 항목으로 반사율 및 월파시에 월

파량 등을 특수방파제의 형상에 따라 그의 변동특성을 검토

하며, 많은 사건과 경비가 소요되는 수리실험의 대신에 본 

3D-NIT모델의 적용성을 논의한다.  

 

2. 3차원불규칙파수칙파동수로의 개요 

 

3D-NIT 모델은 규칙파 뿐만 아니라 불규칙파에 대해서도 

계산가능한 수치모델로 일반적으로 불규칙파랑은 선형이론

으로부터 얻어진 규칙파의 중첩으로 조파되지만 해석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평균수위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계산

이 불가능하게 된다. 불규칙파의 조파방법은 선형이론으로부

터 얻어진 성분파의 주파수에 하나씩 순번을 붙여서 이를 무

한급수의 합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조파지점에 있어서는 수

면파형, 수평 및 연직유속 (u, w)의 시간적인 변동이 필요하게 

되며, 이들은 각각 식(1) (3)∼ 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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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ε 은 random한 위상각, 
m
f 은 주파수, 

m
a 은 진폭, 

m
k 은 파수, M 은 성분파의 수, h는 수심이다. 단, 연직좌표 

z는 정수면에서 상방향을 (+)로 취하고, 진폭 
m

a 은 다음의 

식(4)로 정의된다. 그리고, f∆ 는 주파수폭 ( )S f  는 파랑에

너지밀도이며, 불규칙파의 스펙트럼은 불규칙파를 모의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5) Bretshneider-Mitsuyasu (Mitsuyasu, 

1970) 스펙트럼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1/3

H 은 유의파고, 
1/3
T 은 유의주기를 각각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위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조파지점

에서 수평유속을 산출할 때 각 성분파에 대응하는 Stokes파의 

질량수송속도(mass transport velocity)를 빼주는 방법을 적용한

다(Fujiwara, 2005). 즉, 식(2)에서 질량수송속도를 뺀 수평유속

은 식(6)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Stokes파의 질량수송속도 mU 은 성분파를 나타내는 

을 제외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식(7)와 같이 주어진다. 

 

백동진1, 정영훈2, 김동욱3, 김도삼4 

Dong-Jin Baekㆍ Young-Hoon Jungㆍ Dong-Wook Kimㆍ Do-Sa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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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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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Comparison of the reflec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type  

of specialized breakwater and incident wave condition. 

Classification 
Reflection

oefficient

Case1 

Hexagonal slit caisson 

1/3

1/3

19.05

2.5

15.50sec

h m

H m

T

=

=

=

 

 

0.868 

Case2 

Uneven-type double-slit 

caisson 

0.826 

Case3 

Perforated slit caisson 
0.887 

 

3.3 월파유량 

 

Table.2 에서 슬리트케이슨의 안벽의 단면형상 및 단면특

성에 따라 갖은 조건의 불규칙파동수조에서 안벽의 월파유

량의 결과를 제시한다. 월파량의 산정에 이용한 불규칙파는 

0sec~600sec 사이의 파이며, 월파량 q는 호안 전면상부에 설

치된 유속계로부터 얻어진 월파량(Q AV= )을 합하고 이를 

월파량 산정시까지의 경과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Goda, 

1985). Table.2 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요철형이중슬

리트케이슨의 경우가 유공슬리트케이슨과 육각슬리트케이슨

단면보다 월파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육각슬리트케이슨단면의 본체의 형상이 직립의 불투과

벽체에 가깝고, 또한 본체의 불투과벽체의 비율이 슬리트부

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본체 전면부

에서 수위의 급격한 처오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공

슬리트케이슨단면의 경우 본체의 형상이 집립의 불투과벽체

에 가깝고, 또한 본체의 불투과벽체의 비율이 슬리트부가 차

지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본체 전면부에서 

수위의 급격한 처오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2는 유

공슬리트케이슨과 요철형이중슬리트케이슨에대한 구조물 주

변에서 수위의 시 · 공간적인 3차원변화과정을 나타낸 것으

로, 제시된 결과를 보면 3차원수치파동수조는 유수실의 영향

으로 유수실이 존재하는 부분과 유수실이 존재하지 않는 단

면과의 수면변동이 구분되는 수면변동의 3차원적인 특성을 

잘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2 Comparison of overtopping rate according to the type of 

specialized breakwater and incident wave condition. 

Classification 
Overtopping rate 

( 3
/ sec/m m ) 

Case1 

Hexagonal slit 

caisson 

 

1/3

1/3

19.05

2.5

15.50sec

h m

H m

T

=

=

=

 

 

0.0575 

Case2 

Uneven-type  

double-slit caisson 

0.0016 

Case3 

Perforated slit caisson
0.0585 

 

 

 

 

(a)  Perforated slit caisson 

 



 

 

 

(b) Uneven-type double-slit caisson 

Fig..3 Free surface evolution according to incident wave condi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VOF법에 기초한 3D-NIT 모델 

을 이용하여 국내현장의 특수방파제에 대한 불규칙파의 조

파특성과 반사율 및 월파유량 등의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동

일한 조건의 3차원불규칙파동수조에서 슬리트케이슨 안벽의 

단면형상에따라 주변파동장 및 반사율, 월파유량 등의 타당

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복잡한 형태를 가진 

특수방파제에 의한 파랑변형 및 동적응답해석에 3D-NIT

모델을 활용하여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3차원수조

모형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D-

NIT 모델에서 불규칙파를 검토하는 경우 평균수위상승문제

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조파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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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벽에 의한 고립 의 반사  통과 수리  수치실험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es of Reflection and Transmission of 

Solitary Wave Incident on Perforated Wall

신충훈1, 권갑근2, 김건형3, 윤성범4

 Choong Hun Shin1, Kab Keun Kwon2 , Gun Hyoung Kim3 and Sung Bum Yoon4

1. 서론

침수피해가 잦은 항만도시권역에는 항만의 입지  

형상, 배수조건 등을 분석하여 지 지형에 합한 방

재시설물의 도입이 필요하다. 침수피해방지시설물은 

하구나 항 입구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방조제와 수문, 

호안을 따라 설치되는 방재언덕과 방호벽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방호벽은 항만구역 내에 담장형식의 차단

벽을 설치하여 해일, 월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

지하는 구조물이다(국토해양부, 2011). 본 연구는 장

(long wave)의 에 지를 이는데 효과 인 직립벽

(Mei et al.,1974)을 방호벽 면에 설치하여 유공벽에 

의한 에 지 손실 효과를 이용해 방호벽의 침수피해 방

지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유공벽 두께( )와 공극률( )에 따른 

장 의 에 지 손실 효과를 확인하고자 수리실험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한 수치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2. 수리 및 수치실험

2.1 수리실험
수리실험은 남 학교 여수캠퍼스의 해양환경수리

실험실의 조 수로에서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수

로의 제원은 Fig. 1와 같다. 폭 2m, 수심 0.7m, 길이 

100m의 조 수로 한 쪽 끝에 설치된 조 을 이용해 

고립 (solitary wave)를 일으켜 수리실험을 수행하

다.  수로의 50m 지 에 연직 슬릿 을 설치했으며, 연

직 슬릿 은 Fig. 2와 같이 알루미늄으로 정교하게 제작

하 다. 유공벽 두께와 공극률에 따른 에 지 손실 효

과를 악하고자 연직 슬릿 의 두께와 공극률을 변화

시켜 수리실험을 수행하 다. 연직 슬릿 의 두께는 

2mm, 40mm, 80mm의 3가지를 사용하 으며 공극률

은 0.1 ∼ 0.4의 조건으로 수리실험을 실시하 다. 우선 

연직 슬릿 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 20cm의 

고립 를 발생시켜 연직 슬릿 이 설치될 치에 입사

를 확인하 다. 고계는 수로의 정 앙에 설치하

으며 수로의 50m 지 에 연직 슬릿 을 설치하고 수리

실험을 수행하 다. 연직 슬릿 은 Fig. 3와 같은 형태

로 설치하 으며 반사 와 통과 를 측하기 해 연

직 슬릿 의 면 10m, 후면 5m 지 에 고계를 설치

하 다. 연직 슬릿 의 두께와 공극률을 변화시켜 수리

실험을 수행하 다. 

2.2 수치실험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수리실험과 동일한 조건

으로 수치실험을 실시하 다. 계산시간을 단축시키기 

하여 Fig. 4와 같은 계산 역을 구성하 으며, Fig. 5

와 같은 경계조건을 설정하 다. 연직 슬릿 의 두께에 

따른 에 지 손실을 고려하기 해 연직 슬릿  주변의 

격자를 조 하게 구성하 다. 다음 Table 1에 자세한 

격자구성 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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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 setup

Fig. 2. Various type of vertical slit Fig. 3. Perforated wall

Fig. 4. Computational domain Fig. 5. Boundary condition

Table 1. Grid configuration for numerical simulation

Grid size (cm) Number of grid
Total

X Y Z X Y Z

min 0.25 min 0.125 min 0.5
3,215 13 50 2,031,250

max 6 max 0.83 max 6.7



(a)  = 0.1 (b) = 0.2

(c)  = 0.3 (d) = 0.4

Fig. 6.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calculated result by porosity(  = 2mm)

3. 결과

3.1 공극률에 따른 결과
다음 Fig. 6은 공극률에 따른 수리  수치실험 결과

이다. 수리 실험의 경우 연직 슬릿 의 두께는 모두 

2mm이며 수치 실험의 경우 물이 통과하지 않는 얇은 

벽을 설치하여 연직 슬릿 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었

다. 수리실험과 수치실험 모두 입사 의 고는 20cm

이며 연직 슬릿  면의 측 치에 도달하는 시간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사 와 통과 의 경

우 수리실험과 수치실험 모두 고의 크기는 유사하

으나 반사 와 통과 의 상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치실험의 경우 공극률에 의한 에 지 

손실 효과가 제 로 반 되지 않아 수리실험과의 차이

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극률이 증가 할수록 반사 의 고가 감소하고 최

 고가 나타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공극률이 증가 할수록 반사 의 고가 낮아

져 그로인해 반사 의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한 통과 의 경우 공극률이 증가할수

록 수리실험과 수치실험의 결과가 일치하 다. 

3.2 두께에 따른 결과
다음 Fig. 7과 Fig. 8은 두께에 따른 수리  수치실험 

결과이다. Fig. 7은 공극률 0.1에 두께 40mm, Fig. 8은 

공극률 0.2에 두께 80mm의 결과이다. 수리실험의 경우 



연직 슬릿 의 두께에 의한 효과로 반사 의 고가 감

소하고 통과 의 고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수치실험의 경우 반사 의 고 감소와 통과

의 고 증가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

치실험의 경우 두께에 의한 에 지 손실 효과가 제 로 

반 되지 않아 고의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여진다.

Fig. 7.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calculated 

result(  = 0.1, b = 40mm)

Fig. 8.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calculated 

result(  = 0.2, b = 80mm) 

4. 결론

유공벽 두께와 공극률에 따른 장 의 에 지 손실 효

과를 확인하고자 고립 를 이용해 수리실험  수치실

험을 수행하 다. 공극률이 증가 할수록 반사 의 고

가 감소하고 통과 의 고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직 슬릿 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반사 의 

고가 감소하고 통과 의 고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 다. 

유공벽의 공극률이나 두께는 유공벽에 입사되는 

의 에 지 손실에 요한 요소인 것으로 단된다. 그

러나 수치모형의 경우 공극률이나 두께에 의한 에 지 

손실효과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공

벽의 공극률이나 두께에 의한 에 지 손실효과가 제

로 반 될 수 있도록 수치모형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

공벽 두께와 공극률에 따른 에 지 손실 효과를 이용하

여 장 에 의한 침수피해를 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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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벽의 벽두께가 의 반사율  투과율에 미치는 향

Effect of Wall Thickness on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of Wave 

Incident on Perforated Wall

권갑근1, 신 철2, 윤성범3

 Kab Keun Kwon1, Young Chul Shin2 and Sung Bum Yoon3

1. 서 론

면부가 부분 으로 개방되어 있는 유공방 제는  

유공벽과 유수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사 가 면부 

유공벽을 통과하면서 생성되는 흐름 항으로 에 지

가 소모되어 반사 를 감소시키는 구조물이다. 유공방

제의 반사율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면부 유공

의 공극률, 유공벽의 폭  두께, 유수실 폭, 입사 의 

장과 고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에 한 연구는 

유공방 제의 설계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요한 과

제이다. 특히 유공의 폭이나 두께같은 유공벽의 형상은 

유공벽에 입사되는 의 에 지 손실에 요한 요소이

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오리피스 공식을 사용하

여 벽두께가 에 지 손실에 미치는 향이 배제되어 왔

다. 본 연구에서는 유공벽의 벽두께에 따른 의 에

지손실을 연구하기 하여 다양한 벽두께를 가진 연직

슬릿 유공벽을 제작하여 규칙  조건에서 의 반사율 

 투과율 측정을 한 수리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데이터를 벽두께 효과가 배제된 에 지 손실계수가 

용된 기존의 이론식과 비교하여 벽두께에 의한 에 지 

소모를 확인하고자 하 고 한, 벽두께  입사 의 

고에 따른 유공벽 유체가속구간 길이의 변화에 해

서도 연구하 다. 

2. 이 론

2.1 투과율과 반사율

Kim(1998)은 Fig. 1과 같은  연직슬릿형태의 유공방

제를 설정하여 식(1), (2)와 같은 반사율

과 투과율



의 해석해를 유도하 다.

Fig. 1. Definition sketch of a vertical slotted 

barrier(Side view) 

















                     (1)















                      (2)

(1)과 (2)식에 값을 취하면 (3)과 (4)로 나타낼 수 

있다.

 








 


 


 




 
 

                                

(3)

1 발표자: 한양 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박사과정 / kkkwon@hanyang.ac.kr

2 한양 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석사과정 / syc8685@naver.com

3 교신 자: 한양 학교 건설환경 랜트공학과 / 교수 / sbyoon@hanyang.ac.kr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4)

여기서 는 무차원 유체가속구간의 길이   , 

은 에 지 소산률    , 는 수, 은 유체가속

구간의 길이, 는 의 각진동수이다. 는 운동방정식

을 선형화하기 한 환산손실계수로 식(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sinh 

cosh
 

       (5)

는 고이며, 는 에 지 손실계수이다.

2.2 에너지 손실계수와 유체가속구간의 길이

연오리피스 공식을 사용하여 유공벽에서의 에

지손실계수 는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단면수축계수 

에 한 Mei(1989)의 경험식은 식

(7)과 같다.



                                                              (7)

Flagg and Newman(1971)은 식(8)과 같은 유체가속

구간의 길이 을 제안하 으며 ,   

는 Fig.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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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Fig. 2. sketch of a vertical slotted barrier(Top view)

본 연구에서는 수리실험을 통해 측정한 반사율 


과 투과율 

를 Mei(1989)의 에 지손실계수가 용

된 Kim(1989)의 해석해와 비교하 다. 한 수리실험

값과 일치하는 에 지 손실계수 의 값과 유체가속구

간의 길이 값을 산정하여 유공벽의 벽두께에 따른 변

화를 분석하 다. 

2. 수리실험

2.1 실험장치

유공벽의 벽두께에 따른 의 반사율  투과율 측정

을 한 수리실험은 남 학교 해안항만연구센터의 2

차원 조 수로에서 수행하 으며 Fig. 3에 수로의 모형

도를 나타내었다. 수로의 길이는 100m, 폭이 2m, 높이 

3m이고 매끈한 피복으로 포장된 콘크리트 수로이다. 

수로의 정 앙인 50m지 에 유공벽을 설치하 으며 

유공벽의 후 5m지 에 반사   투과  측정을 

한 고계를 설치하 다. 최소 자승법에 기 한 3 법

(Suh et al., 2001)을 이용하기 하여 고계 사이의 간

격을 0.3m, 0.5m 이격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 수리실

험에 사용된 유공벽의 공극률 =0.1, 0.2, 0.3, 0.4이며, 

두께 는 0.002m~0.08m의 다양한 두께의 유공벽을 제

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Table 1에 실험에 사용된 

유공벽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수리실험의 수심 은 0.5m이고 입사 의 고 는 

0.02m, 0.04m, 0.06m, 0.08m, 0.10m 이며, 주기 는 1.0, 

1.2, 1.5, 1.8, 2.0, 3.0의 다양한 조건에 따른 규칙 를 조

시켜 입사 의 고와 주기에 따른 의 반사율과 투

과율의 변화를 찰하 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of perforated wall

Porosity r=0.1 r=0.2 r=0.3 r=0.4

Width of 

vertical panels 

(m)

0.09 0.08 0.07 0.06

slot width, 

(m)
0.01 0.02 0.03 0.04

Thickness, b

 (m)

0.002

0.005

0.01

0.02

0.04

0.002

0.01

0.02

0.04

0.08

0.002 0.002



Fig. 3. Sketch of wave flume and experimental set up

            (WG=wave gage)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실험결과

(a) =0.1,  =0.2, =1.5s

(b) =0.1,  =4.0, =1.5s

(c) =0.1,  =0.2, =0.02m

(d) =0.1,  =4.0, =0.02m

Fig. 4. Comparison between analytical solu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 =0.1)

Fig. 4에 공극률 =0.1의 수리실험 결과를 해석해와 비

교해보았다. Fig.4(a)와 (b)는 수심 와 고 의 비에 따

른 반사율 

과 투과율 


를 비교한 그래 이며, 

Fig.4(c)와 (d)는  에 따른 반사율과 투과율을 상  벽

두께(  )별로 비교하여 주기에 따른 변화를 비교한 그

림이다. 회색선은 벽두께효과가 무시된 에 지 손실계수 

(Mei, 1989)가 용된 해석해이며 흑색선은 실험값과 

일치하는 에 지 손실계수  유체가속구간의 길이 의 

값을 산정하여 해석해에 용시킨 결과값이다. 이를 실

험값과 비교하 다. 상  벽두께가 증가할수록 실험값과 

벽두께 효과가 무시된 가 용된 기존의 해석해와는 큰 

차이를 보 으며 실험값과 일치하는 해석해의 값을 찾

기 하여 상  벽두께별로 각각 다른 의 값을 해석해

에 용시켜 기존의 해석해와 비교하 다. 이 결과로부

터 유공벽의 상  벽두께에 따라 값은 변화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에너지 손실계수와 유체가속구간의 길이

Fig.5에 공극률이 0.1과 0.2인 경우, 실험을 통해 산정

된 값을 입사 의 고별로 상  벽두께에 따라 나타내

었다. 상  벽두께가 증가하면 값은 감소하 으며, 

가 2.0보다 증가하면 값은 거의 일정해짐을 확인하

다. Fig.5의 회색선은 벽두께 효과가 무시된 값이며 

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을 통해 측정된 값과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가 증가함에 따라 의 

값은 감소함이 확인되었으며   가 2.0보다 증가하면 

고에 상 없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

다. 따라서 상  벽두께에 한 향이외에도 고변화

에 따라서도 값이 향을 받음을 확인하 다.

유체가속구간의 길이의 값도 실험값에 일치하는 값

을 산정하 으며 그 결과를 Fig.6에 나타내었다.



Fig. 5. Variation of energy loss coefficient   (Top: 

=0.1, Bottom: =0.2)

Fig. 6. Variation of the jet length 

 Fig.6은 상  벽두께와 입사 의 고에 따른 유체 

가속구간의 길이 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Y축의 

′ 은 실험을 통해 산정한 ′을  Flagg and Newman 

(1971)의 값으로 나 어 무차원화 한 값이다. 먼  

고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0.1의 경우 고에 따라

서 ′ 의 값은 변하지 않고 하나의 값으로 일치하 다. 

그러나 =0.2의 경우 고가 0.02m일 때의 ′ 값은     

=0.1의 값과 차이가 있었지만 고가 증가하면서 ′

의 값은 =0.1의 값과 일치하는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에 따라 슬릿을 통과하는 흐름이 난류부와 층류부

로 나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0.1일 때는 슬릿

을 통과하는 흐름이 난류부에 해당하여 고에 상 없

이 일정한  ′ 값을 유지하지만, =0.2일 때는 고가 

증가할수록 슬릿을 통과하는 흐름이 층류에서 난류로 

이동하므로 =0.1일 때의 ′ 값과 거의 동일한 값을 갖

는 것으로 단된다. 상  벽두께에 따른 변화를 살펴

보면  가 2.0보다 작은 경우 실험을 통해 산정된 ′값

은 값보다 작아서 ′ 값이 1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가 2.0보다 증가할수록 ′ =1에  수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난류로 가정하고 사용되

는 기존의 의 해석식은 보정되어야 하며 상  벽두께

에 따라서도 새롭게 정의해야 함을 확인하 다. 

4. 결 론

수리실험을 통해 벽두께에 따른 반사율과 투과

율을 측정하 으며 실험값과 일치하는 에 지 손

실계수와 유체가속구간의 길이의 값을 산정하여 

기존의 해석해와 비교하 다. 상  벽두께가 증가

할수록 입사 의 고가 증가할수록 에 지 손실

계수의 값은 감소하 으며 상  벽두께가 2.0보다 

큰 경우에서는 에 지 손실계수 값은 고에 상

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실험을 통해 측정

된 유체가속구간 길이의 값도 고와 련된 항이 

없는 기존의 해석식과는 달리 공극률이 0.2인 경

우에 고에 따라 변화하 고 이는 유공슬릿을 통

과하는 흐름이 고에 따라 층류와 난류흐름으로 

나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상  벽두

께가 작은 경우 기존에 제시된 해석식과는 차이를 

보 다. 이런 결과로부터 고  상  벽두께에 

따라 유체가속구간 길이의 해석식이 새롭게 정의

되어야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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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표사이동 모형의 신뢰수  평가기법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astal sediment transport model

조홍연1

 Hong-Yeon Cho1

1. 서론

연안 표사이동 모형은 연안에서의 랑, 흐름, 조석 

등의 향으로  연안표사(sediment)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하는 가를 측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1) 부유토사 이송-확산모형과 (2) 토사의 이동으로 야

기되는 지형변화 측모형을 구분할 수 있다. 지형변화 

측모형은 국지 인 세굴(scouring)모형, 해안선 변화

모형, 침식-퇴 에 의한 지형변화 측모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한 표사이동  모형은 표사이동을 진하는 

외력모형과 직결되어 있다.  연안의 표 인 외력을 

랑과 조석으로 간주하는 경우, 랑변형모형과 조석

흐름 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력조건에 

응하는 다양한 표사 이동량 산정공식 등이 선택사항

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으나 표사이동 모형의 주요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침식 

한계 단응력, 퇴 한계 단응력, 침강속도, 부유 고

도 등 다양한 모형변수에 한 입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의 구조 인 매개변수  

다양한 외력조건 추정모형의 신뢰수 을 분석하는 세

부 인 내용보다는 모형의 체 인 신뢰수  평가기

법 제시를 목표로 한다. 모형의 최종 성능평가는 표사

이동 모형의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부유토사 농도와 지

형변화에 을 두고 평가한다. 실질 으로 연안 개발

에 의한 환경 향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필수 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공사  는 다른 인 인 요인에 

의한 부유토사 확산 양상을 측하는 내용과  토사이동

에 의한 지형변화를 측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의 모형을 상으로 하 다. 지형변화 모형의 

특별한 문제로 간주되는 국부 세굴(local scour)문제도 

구조물 주변에서의 지형변화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2. 부유토사 확산 모형

2.1 부유토사의 확산 양상

연안에서의 부유토사 확산은 인 인 요인에 의한 

확산과 자연 인 요인에 의한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인 인 요인에 의한 확산은 다양한 설사업, 토

사투하 등의 사업으로 인한 층 퇴 물의 부유로 인한 

확산이 되고, 자연 인 확산은 유역에서의 강우 등에 

의한 유역유출의 형태로 연안 해역으로 부유토사가 유

입되어 확산되는 문제이다. 자연 인 확산이든, 인

인 확산이든 부유토사는 스스로 이동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흐름에 얹 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다시 바닥으로 침 되거나 

바닥에서 강한 흐름 단강도의 향으로 부유하는 양

상을 보일 수 있다. 

Fig. 1. Coastal sediment transport processes 

(Amoudry & Souza, 2011)

따라서 부유 토사 확산 양상을 측하는 문제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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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건에서의 부유토사 분포 양상과 부유되는 토사 

럭스(sediment flux)을 추정하는 문제가 입력자료 

에서는 매우 요하다. 모형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할

지라도 입력 자료의 오차범 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력 자료의 오차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력 자료가 

가지는 오차(신뢰구간)범 가 이상 인 경우의 부유토

사 확산 모형이 가질 수 있는 최소 신뢰구간이 된다. 

설사업 등으로 부유되는 부유사 럭스 추정오차는 모

형 추정오차 이 에 검토되어 제시되어 져야한다. 한 

연안의 부유토사 농도 분포도 연안 유역의 부유토사 유

출량 정보의 오차분석이 정량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측빈도가 을수록 오차범 는 기하 수 으로 증

가한다.  한 얕은 해역의 경우에는 랑  흐름 향

이 층에도 달되기 때문에 이로 안한 층 퇴 물질

의 재부유량도 검토되어 져야한다.

2.2 토사확산 모형의 신뢰구간 추정

모형의 입력자료 신뢰구간 분석과는 별개로 토사 확

산 모형의 신뢰구간 추정은 부유토사 농도자료를 이용

하여 검토 할 수 있다. 토사 이동 모형의 보정  검정은 

독립된 2개의 부유토사 농도 측 자료를 이용하여 수

행되어야 한다.  부유토사 농도 측 자료는 해역의 부

유토사 농도분포를 공간 -시간 으로 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지 에 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유토사 측은 사

업을 수행하기 이 에 부유토사 확산양상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질 으로 사업으로 인한 부유토사 확산양상 

자료를 구할 수 가 없다.  그러나 재의 흐름 상황에서

의 배경이 되는 부유토사 농도분포 양상자료는 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유토사 확산 모형의 보정-검증은 가

능하다. 부유토사 확산 모형이 가지고 있는 매개변수를 

조정하면서 측 자료와 모형 계산 자료의 농도차이를 

최소화(목 함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

서 부유토사 확산모형의 매개변수가 결정되게 된다. 

다음은 매개변수 결정과정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의 

부유토사 농도 측 자료를 이용하여 외력이 되는 흐름

조건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측 자료의 시기에 맞추어 

입력하고, 매개변수는 이미 결정된 값으로 고정하여  

부유토사 농도분포를 계산한다. 여기서 계산된 자료와 

측자료 자료의 농도차이가 바로 모형의 신뢰구간이 

된다.  부분의 부유토사 확산 모형은 이러한 모형의 

보정  검정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조석에 의한 흐름

양상  랑에 의한 부유양상 정도의 악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측 자료를 이용한 

정량 인 오차범 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그 모형의 신

뢰수 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모형을 이용한 측결

과도 신뢰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확률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모형의 계산결과가 어느 정도 정확할 수 도 있

으나 그와 상응하는 수 으로 부정확할 수 도 있다. 결

국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Fig. 2.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computed 

water level(m) and SSC (suspended sediment 

concentration [kg/m3]) (Xing et al., 2012)

이러한 오차범 가 악된 토사 확산 모형인 경우에

는 사업으로 인한 토사확산 양상도 모형을 이용하여 

측하는 경우 모형의 보정-검정과정에서도 오차수 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3. 지형변화 예측모형

지형변화 측모형은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 

문가조차도 그 신뢰수 을 단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모형이다. 지형변화 

측 모형은 기본 으로 토사이동에 의한 연안 해역의 수

심변화를 측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랑  흐름에 의

한 외력조건에 의한 토사 이동량과 방향을 정확하게만 

측할 수 있다면 토사수지(sediment budget) 방정식

으로부터 정확한 지형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형변화 측모형은 지형

변화 측을 수행하는 수학 인 방정식 구성이 아니라 

지형변화에 직 인 향을 미치는 토사 이동량

(transport rate)과 방향을 정확하게 측하는 세부 모

형의 개발-선택이 가장 근원 인 문제가 된다.  다양한 

랑  흐름환경에서의 토사 이동량 추정 공식은 실험

자료  다양한 장 측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되고 있

으나,  하나의 문제로 두되는 것은 바로 장 지형

변화 자료를 이용한 모형 측결과의 보정-검정 문제가 

된다. 부유토사 농도 측 자료를 이용하는 부유토사 

확산모형의 경우와는 달리, 지형변화 측모형은 실제

로 바다의 수심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검정을 하여

야한다. 그러나 바다의 지형변화 측 자료는 부유토사 

농도 측보다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자



Fig. 4.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computed bottom profiles (van Rijn, 1987)

 

료 확보를 한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

용한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Fig. 3.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computed depth profiles(Lesser et al., 2004)

  모형의 보정  검정을 한 가용자료의 한계라는 

재의 상황은 실질 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이러

한 상황이 모형의 보정  검정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용한 자료를 최 한 확

보하여 모형의 보정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소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요한 지형변화 인자에 해

당하는 해안선 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검정

을 수행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특정 역에 국한하여 

수심변화를 집 으로 측한 자료를 이용할 수 도 있

으며, 간 인 방법을 사용할 수 도 있다. 

지형변화 측 모형도 어떠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

형변화를 측하여야하기 때문에 모형의 보정-검정과

정을 통한  신뢰구간 추정이 필요하다. 비록 그 추정구

간이 매우 큰 범 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추정구간

(오차범 )가 정량 으로 제시되어 져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지형변화 측모형의 보정-검정 목

의 자료는 어떤 해역의 평면 수심변화 자료이다. 그러

나 평면 수심변화 측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단되지만, 단면 측 

자료도 매우 유용한 모형 보정-검정용 자료가 된다. 

지형변화 측 모형의 보정  검정을 한 자료를 

시간 인 에서 보면, 장기 으로 서서히 연안 침식

-퇴 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장기 인 측 자료를 이용

한 모형의 보정-검정이 불가피하다. 모형은 어디까지만 

상을 재 하는 것이 가장 큰 목 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의 공간 -시간 인 규모(scale)에 종속된다. 연안

의 침식-퇴  과정을 장기 으로 악할 수 있는 측  

자료는 측 잔교(observation pier)가 매우 유용하다. 

실질 으로 연안 표사이동은 강한  랑조건에서 격

한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속 인 연안 흐름의 

향으로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측 시간간격이 1개

월 는 그 이하 정도로 짧은 측 자료를 확보하는 것

은 실질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측 잔교를 이용한 단면 지형변화와 랑-

흐름 환경을 동시에 측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실 인 안이라고 단한다.  하나의 방법은 장기

인 해안선 변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해안

선 변화 하나만으로 연안의 지형변화를 악한다는 것

은 무리가 있으나, 해안선 측빈도보다는 더 낮은 빈

도로 해안 지형변화를 보조 으로 측하다면 한 

조합을 통하여 지형변화 모형의 보정-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지형변화 측 모형은 지형변화 측을 표 하는 수

학 인 방정식의 수치  해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

형변화의 입력인자  모형의 보정  검정을 한 신

뢰할만한 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이

기 때문에 실질 으로 모형의 신뢰수 은 측 자료의 



Fig. 5. Basic structure of the coastal 

sediment transport model 

신뢰수 (오차범 )에 의하여 부분이 결정된다. 

4. 결론

연안 표사이동 모형은 일반 으로 흐름모형( 는 

랑모형)과 직결되어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흐름모형의 

보정-검정만을 수행하고, 표사이동 모형의 보정-검정 

과정은 생략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표사이동에 랑 

 흐름이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

이, 부유토사 확산  지형변화 측모형의 핵심은 흐

름모형이 아니라 지형변화 측모형이다. 지형변화  

부유토사 확산 자료를 이용한 직 인 모형의 보정  

검정이 요구된다. 지형변화 자료를 이용한 모형의 보정 

 검정과정 없이는 모형의 신뢰수 을 악할 수 없으

며, 모형의 측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지형변화 측

모형의 신뢰수 이 크다 할지라도 정량 인 오차범

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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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입자의 침강속도가 해빈침식에 미치는 영향 

Role of Fall Velocity in Beach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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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The seasonal variations of representative beach 

profiles are classified as storm profile and 

normal profile in association with seasonal 

variation in wave climate. The typical feature of 

the storm profile (or winter profile) is 

characterized by a mild foreshore slope 

accompanied with the presence of an offshore 

bar. On the other hand, the normal profile (or 

summer profile) is characterized by a steeper 

forehead without offshore bar. Simple indice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storm/normal profile 

are of practical use in coastal engineering. 

The first attempt was made by Johnson(1949) 

to use the wave steepness,
0 0
/H L  , as an 

index to discriminate the storm/normal beach 

profiles (here  and  are the deep-water wave 

height 
0

H  and 
0
L length). Through laboratory 

experiments, 
0 0
/ 0.03H L =   was proposed 

for distinguishing between storm and normal 

beach profiles. However, this index did not 

include the effect of sediments size, which 

should be an important factor in sediment 

transport. 

Later on, Dean (1973) employed a heuristic 

approach for the plausible explanation for the 

onshore/offshore movement of sediments as 

shown in Fig. 1. Dean suggested the 

dimensionless parameter, /D H wT= (the 

ratio of wave height to sediment fall velocity and 

wave period, now referred to as the Dean 

number), for the mechanism of the 

onshore/offshore mode of motion based on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initial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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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ded during the wave breaking undergoes 

a net shoreward or seaward displacement as it 

falls back to the bottom.  The concept is such 

that if the fall time of sediment is less than half 

wave period, / 2T , a net onshore water 

particle motion due to waves would occur during 

the fall; if the fall time is greater than / 2T   

but less than T , a net offshore water particle 

velocity would be experienced by the sediment 

particle during its fall. 

This paper presents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wave period and fall velocity of 

sediment. The basic idea is that waves with 

shorter period may increase the average 

turbulence kinetic energy (TKE) level in the 

surf zone, thereby increased TKE level for 

smaller wave periods in the surf zone may 

retard the fall velocity of sediment particles. As 

a consequence, a net offshore transport of sand 

particles would occur. This may explain why 

beaches tend to be eroded more severely for 

smaller wave periods. 

 

 

 

 

Fig 1. The schematic concept of

Dea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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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Considerations 

Effect of wave period on average turbulence 

kinetic energy values 

 

Turbulent kinetic energy k is defined as 

( )2 2 21
' ' '

2
k u v w= + +              (1) 

where 'u , 'v , and 'w  are the turbulent 

velocity fluctuations. 

 

 

Fig 2. Definition sketch of a quasi-steady state of turbulent 

kinetic energy in the surf zone 

 

Let us consider a quasi-steady state situation in 

the surf zone. This means that a situation 

remains constant from wave to wave as shown 

in Fig. 2. If we consider the case in which local 

temporal rate of change in k is due to the local 

dissipation. Then the conservation of k can be 

expressed as  

 

3
2d

ck
k

t l

∂
= −

∂
                          (2) 

 

in which 
d
c  is a constant and l  is a turbulent 

length scale. Eq. (2) is valid for high Reynolds 

number turbulence as suggested by Taylor 

(1935) through dimensional analysis and 

confirmed by measurements. 

The solution of Eq. (2) is (Svendsen, 1987) 

2

0

1

( 1)

k

k At
=

+

                         (3) 

in which 

1 2

0

2

d
c k

A
l

=  and 
0
k  is the initial 

turbulent kinetic energy at time 0t = . 

 

In a quasi-steady state situation shown in Fig. 2, 

the turbulent kinetic energy at t T=  is 

0

0 2

0

( )
( 2 1)

d

k
k T k k

k c T l
= −∆ =

+

    (4) 

in which k∆  is the turbulent kinetic energy 

raised per single breaking wave and T  is the 

wave period.  

From the second equality in Eq. (4), we can 

express 
0
k  in terms of k∆ , 

d
c l , and T  by 

solving the following quartic equation for 

0
k k∆ . 

4 3 2

0 0 0 0

2

4 4 4
0

( )

k k k k
k

k k k KT k k KT kKT 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in which 
d

K c l= . The solution for 
0
/k k∆  

depends only on parameter KT k∆ . For 

simplicity, Eq.(5) can be rewritten in terms of 

0
/Z k k= ∆  and 4 / ( )KT kα = ∆  as follows; 

 
2 3/2 1/2 2

4 0z z z zα α α+ − − − =        (6) 

 

Fig. 3 presents the solution of Eq.(6), z , as a 

function of α .  

 

 

Fig 3. Solution, 
0
/Z k k= ∆ , of Eq.(6) for given  

4 / ( )KT kα = ∆  

 

Eq. (3) can be integrate over wave period as 

following; 

 

0

0 0 0

1 1 2

(1 / 2) 2

Tk
dt

k T K k t KT k
= =

+ +
∫    (7) 

or    

  
1 2

k z

k z KT k
=

∆ + ∆

               (8) 

 

Fig. 4. Plot of Eq. (7) 

 

It is of interest to notice that the time averaged 

TKE, which is non-dimensionalized with either 

0
k  or k∆ , is dependent on the wave period. 

As is shown in Eqs. (7) and (8) and Fig. 4, the 

average TKE decreases as the wave period 

increases. To elaborate the physical meaning of 

this, let us consider the average turbulence level 



in the surf zone due to wave periods.   Since 

k∆  is assumed to be a turbulent kinetic energy 

produced by a single wave breaking, it can be 

related to the fraction of wave energy flux into 

surf zone. That is, 

 

2

1 1

1

8
b gb b

g
k c E c T c H ghT

x xρ

∂ ∂ ⎡ ⎤
⎡ ⎤∆ = ⎣ ⎦ ⎢ ⎥∂ ∂ ⎣ ⎦

�    (9) 

 

in which 
1
c  is a constant value less than unity 

which represents a fraction of wave energy flux 

dissipated and transformed into turbulence, 

2

8
b b

g
E H

ρ
=  is wave energy, 

b
H  is the 

height of breaking wave, gbc  is the wave group 

velocity at wave breaking. If we assume that the 

breaking wave heights are limited by water 

depth such that 
b

H hκ= , the parameter κ  

varies with the type of breakers; for example, 

0.78κ =  for the spilling breaker and 

1.25κ =  for the plunging breaker. (Ting and 

Kirby, 1995, 1996)  Eq. (9) becomes 

 

 3/2 2 5/2 3/2 2 3/2

1 1

1 5

8 16

h
k c g h T c g h T

x x
κ κ

∂ ∂⎡ ⎤
∆ = =⎢ ⎥∂ ∂⎣ ⎦

 (10) 

 

For given water depth, h , and beach slope, 
h

x

∂

∂
, 

k∆  is proportional to wave period. Eq.(10) 

states that the TKE added to the surf zone due 

to wave breaking increases as water depth, 

beach slope, and wave period increases. 

However, the time averaged TKE over wave 

period decreases as wave period increases. As 

an example, let us assume that 
1

0.5c = , 

2hκ = , 1K =  and from Eqs. (5) to (10), k  

can be obtained in terms of wave period shown 

in Fig. 5. 

 

Fig 5. Variation of average TKE, k , with wave period in 

seconds 

 

This finding is significant because this may 

provide parametric tool of modeling dynamics to 

explain the erosion/accretion during 

storm/normal condition due to different wave 

periods and corresponding turbulence levels in 

the surf zone. Dean(1973) suggested the 

dimensionless parameter, /D H wT=  (the 

ratio of wave height to sediment fall velocity and 

wave period, now referred to as the Dean 

number), for the mechanism of the 

onshore/offshore mode of motion based on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initial sand 

suspended during the wave breaking undergoes 

a net shoreward or seaward displacement as it 

falls back to the bottom.  The concept is such 

that if the fall time of sediment is less than half 

wave period, / 2T , a net onshore water 

particle motion due to waves would occur during 

the fall; if the fall time is greater than / 2T  but 

less than T , a net offshore water particle 

velocity would be experienced by the sediment 

particle during its fall.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fall velocity of sediment particle may be 

retarded due to the presence of turbulence in 

the surf zone.  

 

Conclusions 

 

The conservation equation of TKE is solved by 

assuming a quasi-steady state. It has been 

shown that the average TKE over wave period 

increases as wave period decreases. Increased 

TKE level for smaller wave periods in the surf 

zone may retard the fall velocity of sediment 

particles. As a consequence, a net offshore 

transport of sand particles would occur. This 

may explain why beaches tend to be eroded for 

smaller wav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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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포 해빈에서 주변 구조물에 의한 해안선 변화

Shoreline change due to structures in Gusipo Beach

박일흠1, 황성수2, 조 3

 Il Heum Park1, Sungsu Hwang2 and Youngjun Cho3

1. 서론

구시포 해안은 해빈남쪽에서 2001~2003년까지 

원자력발 소의 ‘방류제+돌제’구조물이 건설되었고,  

해빈북쪽에는 ‘구시포 어항’구조물이 2013년 재까지 

건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시포 해빈의 장단기 인 

해안선변화를 측하기 해 과거자료를 입수하여 분

석하 고, VRS-RTK 측량을 수행하여 지조사하고 분

석하 으며, 수치실험을 통하여 사후 측하 다. 

2. 해안선 조사

2.1 해안선 단기변화

구시포 해안선의 단기변화를 악하기 하여, 2011

년 춘계부터 2012년 춘계까지 5계 에 걸쳐, VRS-RTK 

GPS를 이용하여 평균해면 기 의 해안선을 조차가 작

은 소조기에 측량하 다. 2011년 춘계의 해안선을 기

으로 나머지 4계 의 해안선과의 변동량( 진후퇴치)

을 살펴보면, ‘2011년 춘계~2011년 하계’는 -3.5~8.5m 

범 로 해안선이 변동하여 해빈면 총변화량은 2,900

㎡이었고, 해빈면 순변화량은 293㎡로 해안선평균

진량은 0.18m로 약퇴 경향을 보 다. ‘2011년 춘

계~2011년 추계’는 -5.6~1.3m 범 로 해안선이  변동하

여 해빈면 총변화량은 2,445㎡이었고, 해빈면 순변

화량은 -2,058㎡로 해안선평균후퇴량은 1.27m로 강침

식경향을 보 다. ‘2011년 춘계~2012년 동계’는 –2.4~ 

-4.3m 범 로 해안선이 변동하며 해빈면 총변화량은 

1,731㎡이었고, 해빈면 순변화량은 221㎡로 해안선평

균 진량은 0.14m로 약퇴 경향을 보 다. 그리고 

‘2011년 춘계~2012년 춘계’의 1년간의 변화는 –3.9 

~5.3m 범 에서 해안선이 진후퇴하 으며 해빈면

총변화량은 2,675㎡, 해빈면 순변화량은 333㎡로 해

안선평균 진량 0.21m로 약퇴 경향을 나타내었다. 

2.2 해안선 장기변화

구시포 해빈의 침식퇴 에 한 장기변화를 악하

기 하여, ‘방류제+돌제’ 구조물 건설  2001년의 측

량자료(한국수력원자력(주), 2001)와 ‘방류제+돌제’ 구

조물 건설 후 2003년의 측량자료(한국해양연구원, 2004)

를 입수하여 분석하 다.

2001년의 해안선은 해빈폭이 거의 일정하여 굴곡이 

작은 편이었고 ‘돌제’ 주변은 모래가 없었으나, ‘방류제

+돌제’ 구조물의 건설직후인 2003년의 해안선은 해빈

앙부의 모래가 해빈남단의 돌제 주변으로 이동하여 

빈지가 만들어졌으며, ‘구시포어항’ 주변으로도 모래가 

퇴 되어 설상사주(Salient)의 형상이 더 렷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2011년의 경우 해빈남단의 ‘돌제’ 주변은 

2003년보다 휠씬 많은 양의 모래가 퇴 되었으며, ‘구

시포어항’ 주변은 2003년에 비하여 설상사주의 꼭지부

분의 해안선이 후퇴하여 그 형태가 완만해졌다. 한편, 

평균해면기 의 이 해안선과 해안도로  해안 벽으

로 이루어진 역에 한 해빈면 을 계산하면, 2001년

의 경우 226,532㎡, 2003년은 226,598㎡로 2001년에 비

하여 2003년은 660㎡의 해빈면 의 순증가가 나타났으

며, 2011년의 경우 해빈면 은 262,136㎡로 2001년에 

비해 35,604㎡ 그리고 2003년에 비해 34,944㎡의 해빈

면 의 순증가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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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해안선의 형태만으로 침식퇴  양상을 논하

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2003년  2011년의 해안선

을 2001년 해안선과 편차를 구해보면,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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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001~2003, 2001~2011년의 해안선 변화량.

그림에서 선으로 나타낸 2001년과 2003년의 해안

선편차를 살펴보면, 해빈 앙부가 침식되고 해빈양단

부가 퇴 된 해안선의 증감상태를 볼 수 있으며, 해빈

앙부는 해안선이 최  35m 후퇴하 고 ‘돌제’ 주변

에서 최  96m 진하 다. 그리고 실선으로 나타낸 

2001년과 2011년의 해안선편차를 살펴보면, 2003년과 

유사한 형태로 해빈 앙부가 침식되고 해빈양단부 특

히 ‘돌제’ 주변에서 규모의 퇴 이 발생하 는데, 해

빈 앙부는 해안선이 최  26m 후퇴하 고 ‘돌제’ 주

변에서 최  170m 진하 다. 한편 이러한 해안선의 

진과 후퇴를 면 으로 나타내 보면, 2001년 기  

2003년의 해빈면 총변화량은 43,290㎡, 2010년의 해

빈면 총변화량은 51,372㎡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보

이나 2011~2012년 사이의 해빈증감량은 미미하므로, 

앞으로 재의 해안선이 거의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3. 해안선 변화의 수치실험

해안선변화 수치모형은 기본 으로 해빈단면변화량

()이 해안선변화량( )과 선형 인 계(  특

성)에 있다는 가정 하에 표사의 연속방정식을 유도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해안선의 진  후퇴치를 계산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해안선에 따른 연안표사량의 산정

이 요하다. 연안표사량은 개 쇄 에서 에 지

와 군속도의 곱으로 표 되는 쇄 시 에 지 Flux의 연

안방향성분에 비례한다는 경험식을 많이 사용하며, 최

근에는 쇄 고의 연안방향분포를 고려하는 산정식

(Ozasa and Brampton, 1980; Kraus, 1981)이 리 사용

되고 있다. 박일흠ㆍ이종섭(1989)은 자연상태의 지

해안에서 쇄 고의 연안방향분포와 SinkㆍSource 

항의 계수조정을 통한 해안선변화 수치모형의 검증과 

해안선의 장기 측을 수행하 으며, 해안구조물에 의

한 해안선변화에 하여는 박일흠ㆍ이 권(2010), 박

일흠ㆍ이 권(2007), 그리고 이종섭ㆍ박일흠(1990) 등

이 수차례 측한 바 있다. 

3.1 기초방정식

표사의 연속방정식은 식 (1)과 같다.

  





  ±                                   (1)

여기서, 는 종단방향의 해빈폭,  




이다. 

본 계산에서 사용할 연안표사량산정식(Kraus,  

1981)은 식 (2)와 같다.

     ′ sin  ′ cos


     (2) 

여기서, ′


       


                                                                                    (3a)

           ′


       


    (3b)

                          

3.2 검증실험

검증실험에서 기해안선은 2001년 7월 구조물건설

에 실측된 해안선자료(한국해양연구원, 2004)를 입

력하 고, 최종해안선은 본 조사에서 실측된 2011년 8

월의 해안선자료를 사용하 다. 그리고 연안표사량

과 표사이동방향을 결정하기 한 외력은  식 (4)와 같

은 Goda(1985)의 쇄 공식을 사용하 고, 해안선변형

의 계산에 사용된 격자간격은 랑변형 계산과 동일한 

15m이며, 해안선변형의 계산시 좌표축은 계산의 편리

성과 시인성을 하여 랑변형 좌표축에 하여 270˚ 

회 시켜 연안방향이 축이 되도록 설정하 다.




    exp



   tan  (4)  

여기서, 는 심해 장, 는 상수로서 0.12~0.18 범

의 값이며, 그리고 는 수심이다.  

이상과 같이 결정된 외력으로부터 연안표시량에 

한 검증매개변수(Calibration Parameters) 과 

의 계산결과는 Fig. 2~Fig. 3과 같다.

계산결과,  = 0.2일 때 RMS 오차 12.9m,  = 0.4



일 때 RMS 오차 4.26m,  = 0.6일 때 RMS 오차 2.38m, 

 = 0.8일 때 RMS 오차 2.45m,  = 1.0일 때 RMS 오

차 2.72m로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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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전연안표사량의 검증매개변수 의 검증.

 Fig. 2에서처럼  값이 증가할수록 해빈 앙부의 

모래가 해빈양단부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으

며,  = 0.6일 때, 측자료와 계산결과와의 RMS 오차

가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물의 회 역에서 연안

표사량을 보정해주는 매개변수 에 검증실험을 값

에 한 0~2의 비율로서 검토하 다. Fig. 3에서처럼 

값이 증가할수록 해빈양단의 회 역에서 해안선

이 진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 0.5일 때, 가

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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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전연안표사량의 검증매개변수 의 검증.

와 같이 수행된 구시포해안에서 결정된 해안선변

화에 한 검증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연안표사량

에 하여  = 0.6과  = 0.5, 외해유입표사량 

 = 

×㎥/year, 그리고 부분투과계수  = 0.6이다. 

이 경우 실측해안선과의 RMS 오차는 2.38m 정도로 작

게 나타났으며, 실측해안선과 비하여 그림으로 나타

내면 Fig. 4와 같이 계산결과는 만족스러운 편이다. 따

라서 이후의 해안선변형 측계산에서는 이 값들을 고

정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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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검증조건에 따른 2001~2011년 해안선 사후      

             예측결과.

3.3 예측실험
측실험에서 사용된 기해안선은 검증실험과 동

일한 2001년 7월의 구조물건설 에 실측된 해안선자료

이다. 그리고 연안표사량에 한 외력은 4계 의 유

의 를 평균한 조건인 연평균 유의 조건(


 = 0.55m, 



 = 4.1s, 


 = 285°)에서 쇄 고, 쇄 향  쇄

군속도를 추출하여 사용하 다. 

상기와 같은 외력조건과 검증실험에서 결정된 검증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각 구조물별의 해안선변화를 

측한 결과는 Fig. 5~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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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방류제+돌제’구조물에 의한 해안선변화의     

              예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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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구시포어항’구조물에 의한 해안선변화의  예측결과.  

‘방류제+돌제’ 구조물만의 경우, 측된 해안선은 돌



제주변에서 2011년 실측해안선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

을 보이지만 해빈 앙부에서는 2001년 실측된 기해

안선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구시포어항’ 주변에서는 

2001년 해안선보다 약간 진한 형태를 보 다. 그리고 

‘구시포어항’ 구조물만의 경우, 측된 해안선은 ‘구시

포어항’ 주변에서 2011년 실측해안선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후 남쪽으로 향하면서 2011년 해안선보다 

약간 진한 형태를 보이다가 해빈 앙부부터 해빈남

쪽 끝단의 돌제구조물 부근까지 역에서는 2001년 실

측된 기해안선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보 다.

한, 해안선 측치로부터 각 구조물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하여, 2001년 실측해안선에 한 해빈면

변동량을 도입하 다. 즉, ‘방류제+돌제’  ‘구시포어

항’ 구조물의 모든 향이 포함된 2001년부터 2011년까

지의 실측된 해빈면 변동량은  48,618㎡ 다. 그리고 

‘방류제+돌제’ 구조물만을 고려하여 측된 2001년부

터 2011까지의 해빈평면 변화량은 42,132㎡ 으며, 

‘구시포어항’ 구조물만을 고려하여 측된 2001년부터 

2011까지의 해빈면 변화량은 21,780㎡ 다. 이러한 

결과를 막 그림으로 도시하면 Fig.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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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각 구조물별 해빈면적 변화량.

4. 결론

2011~2012년의 구시포해안선은 평균 -1.27~0.21m 

그리고 최  -5.6 ~8.5m 범 에서 진후퇴하는 단기변

동을 나타내었는데, 이곳의 완만한 면경사를 고려하

면 이것은 미미한 값으로 2012년 재의 해안선은 주변

구조물의 향에 거의 수렴된 안정 인 해안선일 것으

로 단된다. ‘방류제+돌제’ 건설  2001년의 해안선은 

해빈폭이 거의 일정하여 굴곡이 작은 편이었고 ‘돌제’ 

주변에는 모래가 없었으나, 2003년은 -35~96m 그리고 

2011년은 -26~170m 범 로 해안선의 진후퇴가 발생

하여, 이 해안은 해빈양단의 구조물주변에서 표사가 퇴

되고 해빈 앙부는 해빈양단으로 이동한 표사의 

향으로 침식된 형태를 보 다. 구시포해안의 해빈면

은 2001년의 경우 226,532㎡이었으며, 2003년은 660㎡ 

그리고 2011년은 34,944㎡의 해빈면 의 순증가가 발

생하 는데, 이것은 외부유입표사의 향으로 보인다.

실측된 해안선으로부터 계산된 해빈평면 변화량은 

48,618㎡ 다. 해안선변화 검증실험으로부터 구시포해

안에서 결정된 검증매개변수는 연안표사량에 하

여  = 0.6과  = 0.5, 외해유입표사량 

 = 

×㎥/year, 그리고 부분투과계수  = 0.6이었다. 

해안선변화 측실험에서 ‘방류제+돌제’ 구조물만

을 고려하여 측된 2001년부터 2011까지의 해빈면

변화량은 42,132㎡ 으며, ‘구시포어항’ 구조물만을 고

려하여 측된 2001년부터 2011까지의 해빈면 변화

량은 21,78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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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위치 관측장비

 35° 23′ 02.6″ N

129° 21′ 53.8″ N

ADCP

600kHz

진하해수욕장의 동․하계 해빈  지형변화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Seasonal Shore and Topography Change

in Jinha Beach

이종섭1, 김종훈2, 유하상3, 박원경4 

 Jong Sup Lee1, Jong Hoon Kim2, Ha Sang Ryu3 and Won Kyung Park4

1. 서론

일반 으로 해수욕장의 해빈  지형은 주로 표사이

동에 의해서 변화되며, 표사이동은 랑, 랑에 의해 

발생되는 흐름 이외에도 조류  취송류 등에도 크게 

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 동해에 치한 해수욕

장의 경우 조류의 향이 작고 랑의 향이 큰 향

을 받고 있어 표사이동을 발생시키는 주요 인자는 랑

과 랑에 의해 발생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남부해안에 치한 진하해수욕

장을 상으로 동계  하계의 해빈  지형변화특성을 

알아보고자 지조사를 수행하 다.

2. 현지조사

먼  동해안에서 표사이동의 가장 큰 외력조건인 

랑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동계  하계에 각각 1개월

간 측을 수행하 으며, 한 동기간의 조류특성을 

악하기 하여 조류 측도 수행하 다.

해빈변화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38개 단면에 한 

해빈단면  해안선 측량을 4회에 걸쳐 실시하 으며,  

2.6km×1.8km 역에서 3회에 걸쳐 25~50m 간격으로 

수심측량을 수행하 다.

진하해수욕장 면 해역의 표층퇴 물 분포 특성과 

표층퇴 물의 이동경로를 악하기 하여 80개정

을 상으로 동계와 하계 2회에 걸쳐 해 질 조사를  수

행하 다.

2.1 파랑 및 조류
진하해수욕장 면 수심 27.0m 지 에 ADCP 를 해

면에 설치하여 하계와 동계 2회에 걸쳐 랑  조류

를 동시에 측하 다.

Table 1. 파랑관측 기간 및 위치

Fig.1  파랑관측 위치

1차 측기간  가장 큰 는 고 2.3m, 주기 7.3sec

로 나타났으며, 고 0.5~1.0m의 가 48.9%, 향 ENE

1 부경대학교 토목공학과 / 교수 / jslee@pknu.ac.kr

2 발표자: (주)세일종합기술공사 기술연구소 / 부장 / nulbokim@hanmail.net

3 (주)세일종합기술공사 기술연구소 / 이사 / coolman70@hanmail.net

4 (주)대영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 이사 / ocean21c@hanmail.net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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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관측기간 관측장비

38

1차 : 2012. 06. 12

2차 : 2012. 07. 09

3차 : 2012. 10. 11

4차 : 2013. 01. 30

RTK-

GPS

600kHz

Onsan

Seosaeng

Jinha Beach

1k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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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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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B-1

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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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1

와 S가 52.1%를 차지한다.

2차 측기간  가장 큰 는 고 2.4m, 주기 6.0sec

로 나타났으며, 고 0.5~1.0m의 가 52.5%, 향 NE

와 ENE가 74.6%를 차지한다.

Fig.2  파랑관측 시계열

Fig.3  파향별 출현율

하계가 동계보다 조류속과 분산성이  조  크게 나타나

고 있으며, 낙조보다는 창조류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4  조류분산도

2.2 해빈단면 및 해안선 측량

진하해수욕장 면해역의 해안선과 해빈 변화를 

악하기 하여 해안선을 따라 총 38개의 단면을 선정하

고, RTK-GPS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해빈  해안선 

측량을 실시하 다.

Table 2. 해빈다면 및 해안선측량 기간

Fig.5  해반단면 측량 위치도

4차에 걸친 해빈단면  해안선 측량결과 해빈폭의 

경우 하계의 경우 침심경향을 동계의 경우 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3과 표 4는 해빈구역별 평면   체

을 계산한 것으로 A에서는 퇴 된 모래가 하계 홍수

기를 지나면서 유실되었다가 다시 퇴 되는 경향을 나

타내며, B와 E구역에서는 면 과 체 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C와 D 구역에서는 하계를 지나 추계

까지 해안의 면   체 이 감소하 다가 동계를 지나

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6  해빈구역별 위치도

Fig.7  해빈폭 변화도



구분
평면적(m

2
)

A B C D E

1차 2,635 13,992 22,437 27,512 17,085

2차 2,464 13,501 22,951 26,827 15,909

3차 0 12,902 17,716 23,085 16,037

4차 0 14,352 20,190 28,034 17,483

구분
체적(m

3
)

A B C D E

1차 858 21,445 44,156 48,180 22,720

2차 1,175 25,160 48,982 59,768 24,126

3차 0 20,920 34,966 46,236 23,711

4차 0 21,763 36,191 48,994 24,804

측선
간격

관측기간 관측장비

25m

50m

1차 : 2012. 07. 09
2차 : 2012. 10. 11
3차 : 2013. 01. 30

DGPS,
CVS-118
음향측심기

구분 침식 퇴적 총계

2012

07. 09

~

2012

10. 11

체적변

화량(m
3
)
-700,161 404,943 -295,218

표고변

화량(m)
-0.14 0.08 -0.06

2012

10. 11

~

2013

01. 29

체적변

화량(m
3
)
-1,203,319 294,625 -908,694

표고변

화량(m)
-0.24 0.06 -0.18

2012

07. 09

~

2012

10. 11

체적변

화량(m
3
)
-881,350 200,863 -680,487

표고변

화량(m)
-0.17 0.04 -0.13

Table 3. 해빈구역별 평면적

Table 4. 해빈구역별 체적

2.3 수심측량

진하해수욕장 면해역의 수심  침식퇴 량을 

악하기 하여 25m, 50m 간격으로 계획된 측선을 따라 

KODEN사의 CVS-118MK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 수

심측량을 3회에 걸쳐 실시하 다.

Table 5. 수심측량 기간 및 관측장비

Fig.8  수심측량구역

Table 6은 3차에 걸친 수심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진

하 해수욕장 면 해역의 침식  퇴 량을 산정한 결

과로 여름-가을-겨울로 진행 할수록 침식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하 해수욕장 면 해역의 수심 

한 평균 으로 10cm 이상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수심측량을 통한 침식 및 퇴적 산정량

Fig.9  수심변화도



2.4 표층퇴적물 조사

진하해수욕장 면의 연안 80개 정 에서 표층퇴

물을 2012년 6월과 2013년 1월에 van Veen grab을 이

용하여 채취 후 입도 분석을 실시하 다. Fig. 10은 표층

퇴 물 지 을 나타낸다.

Fig.10  표층퇴적물 채취 위치

표층퇴 물 조사결과 6월의 압입경은 0.006~3.840 

mm, 1월의 앙입경은 0.009~2.058mm의 범 를 나타

내었다.

진하 해수욕장에 한 표층퇴 물 조사 자료(6월  

1월)을 기 로 하여 Gao에 의해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

여 표층퇴 물 이동 경로를 분석하 다.

Fig.11 은 Gao모델을 이용하여 6월  1월의 표사이

동 특성을 계산한 결과로 남쪽지역에서 6월에는 해안

에서 외해쪽으로 이동 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1월에는 

외해에서 해안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 다.

Fig.11  6월과 1월의 퇴적물 이동경로

3. 요약 및 결론

진하해수욕장을 상으로 동계  하계의 해빈  지

형변화특성을 알아보고자 동계와 하계에 지조사(

랑, 조류, 해빈단면  해안선측량, 수심측량, 표층퇴

물)를 수행하 다.

지조사 결과 진하 해수욕장 해빈의 경우 하계 침

식, 동계 퇴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

과는 국토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안침식 모

니터링 결과와도 잘 부합하고 있다.

진하 해수욕장 면 해상 수심의 경우 여름-가을-겨

울로 진행 할수록 침식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하계 고 랑에 의해 해빈의 모래가 침

식되어 면해상에 퇴 되었다가 동계의 랑 내습시 

면해상에 퇴  되어 있던 모래가 다시 해빈으로 되돌

아와 퇴 되는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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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해일에 따른 새만  방조제 내측 홍수  변화

Variation of Flood Level inside Saemangeum Embankment

due to  Storm Surge

정재상1, 송 구2, 김지성3, 윤재선4

Jung Jae-Sang1, Song Hyun-Gu2, Kim Ji-Sung3 and Yoon Jae-Seon4

1. 서  론

새만  방조제는 2010년 완공되었으며, 총 연장 

33.9km로 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새만  방조제의 건설 이후 새만  방조제 

내측의 매립고 결정을 한 홍수  산정은 매우 요한 

연구과제이다. 새만 의 경우 상류측에 동진강과 만경

강이 연결되어 있고, 동진강  만경강에서 유입된 담

수는 방조제에 설치된 두 배수갑문(신시  가력배수갑

문)을 통해 외해로 방류된다. 새만  면 해역의 조

차는 약 7.2m에 육박하며, 재 새만  방조제 내부의 

수 는 EL.(-)1.5m를 기 으로 리하고 있다. 따라서 

고조시에는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할 수 없고, 

EL.(-)1.5m 이하의 조시에만 방류가 가능하다. 이처

럼 새만  방조제 내부의 홍수 를 산정하기 해서는 

동진강  만경강의 하천류, 방조제 외해측의 조석 특

성 그리고 배수갑문을 통한 방류량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복합 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새만  방조제 내부의 홍수 는 농림수산식품부

(2008, 2012), Jung and Cho(2013)에 의해 Delft3D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

부(2012)  Jung and Cho(2013)는 국무총리실(2011)에

서 수립한 새만 종합개발계획의 지형을 반 하 다

(Fig. 1 참조).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외해측 조석조건

에 폭풍해일에 따른 해일고의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네델란드에서는 1953년 1월 31일에서 2월 

1일 사이 북해에서 발생한 폭풍해일에 의해 1,8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다(Gerritsen, 2005). 한 Hu et 

al.(2008)은 양쯔강 하구의 유사이송  동수역학  수

치해석을 수행하면서, 하구측 수 변화에 폭풍해일의 

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폭풍해일의 향을 포함하여 새

만  방조제 내측의 홍수 를 계산한다.

2. 수치해석을 위한 조건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새만  방조제 내측의 홍수  산정을 

해 3차원 천수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채택하는 

Delft3D-Flow 모델을 사용하 다. 3차원 천수방정식은 

비압축성 유체에 한 2차원 Navier-Stokes 방정식으

로부터 유도되었으며, 방향으로 Boussinesq 가정을 

채택한다(Deltares, 2011).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

(식 (1))과 두 개의 운동량방정식(식 (2)  (3))으로 구성

된다. 수직방향 유속은 좌표를 채택하여 연속방정식으

로부터 계산되며(식 (4)), 각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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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lan view of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and the locations of the observation points

































 







 


  

 (2)

































 







 


  

 (3)










  








  






  

                 (4)

여기서, 는 수심, 는 Coriolis 매개변수, 는 시간, 는 

방향 유속, 는 방향 유속, 는 방향 유속, 는 자유

수면변 , 는 물의 도, 

는 수직방향 와 성계수

를 뜻한다. 

2.2 격자구성 및 지형조건
본 연구를 해 좌표는 곡선 직교좌표계를 용하

으며, 방향 347개, 방향 450개, 방향 3개를 용하여 

총 468,450개의 격자를 구성하 다. 격자구성  지형

조건은 Fig. 2와 같다.

(a)



(b)

Fig. 2. Bathymetry of Saemangeum (a) Grid for 

numerical simulation (b) Water depth around 

Saemangeum area

2.3 외해측 조석조건
외해측 조석조건으로는 Delft Hydraulics(1998)에서 

구축한 황해 역모델에 의해 산정된 38개 분조를 외해

측 경계조건으로 용하 다.

일반 으로 방조제 내측의 홍수 는 방조제 외측의 

조 에 큰 향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2008)에 따

르면 방조제 내측의 홍수 는 소조기가 조기에 비해 

더욱 크게 계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해 

국립해양조사원이 군산외항에서 31년(198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간 측한 조 자료를 분석하여 연

속된 5개의 조차가 최소가 되는 소조기를 수치해석을 

한 기간으로 채택하 다. 채택된 수치해석 기간은 

2009년 7월 30일에서 8월 4일까지이다.

2.4 상류측 홍수조건
상류측 동진강  만경강 본류의 홍수조건은 국토해

양부(2009)의 동진강  만경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의 

100년 빈도 홍수량을 채택하 다. 동진강  만경강의 

본류측 홍수량은 만경 교  동진 교 지 의 홍수량

을 용하 다. 용된 만경강 만경 교의 최 홍수량

은 6,001㎥/sec이며, 동진강 동진 교의 최 홍수량은 

3,380㎥/sec이다. 반면 지류에 한 홍수량은 한국농어

공사(2008) 새만  수문조사보고서의 100년빈도 홍

수량을 용하 다.

3. 폭풍해일 내습효과

폭풍해일의 내습효과를 고려하기 해 국토해양부

(2010)에서 제시한 새만  인근해역의 50년 빈도 폭풍

해일고를 외해측 조 에 용하 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새만  방조제 배수갑문 외측의 50년 빈도 최  

폭풍해일고는 126.49cm이다.

배수갑문을 통한 방류능력 검토를 해 외해측 조

에 폭풍해일을 용할 때 폭풍해일고와 함께 해일 지속

시간 역시 매우 요한 인자이다. 태풍 “매미” 내습시 

해일 지속시간은 부분의 지역에서 약 9시간으로 

측되었다. 태풍 “매미”의 경우 매우 강력한 태풍이었지

만 통과시간은 역  다른 태풍에 비해 매우 짧았다. 반

면 2010년 9월 발생한 태풍 “곤 스” 내습시에는 서해

안 보령지역에서 약 145cm의 최  해일고가 측되었

으며, 해일지속시간은 약 20시간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최  126.49cm의 50년 빈도 폭풍해일고와 20

시간의 해일 지속시간을 용하 으며, 시간에 따른 해

일고의 변화는 Fig. 3과 같이 단순화하 다. 그리고 Fig. 

3의 폭풍해일고를 용한 경우 방조제 외측의 조 는 

아래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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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orm surge as varia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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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dal level ouside Saemangeum Embankment 

considering storm surge



홍수 도달시간을 7월 31일 04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폭풍해일이 발

생하는 시기는 새만  상류측의 홍수가 배수갑문에 도

달하는 시기와 동일하게 선정하 다. 계산결과 2009년 

7월 31일 07시에 홍수 가 배수갑문에 도달하는 경우 

폭풍해일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폭풍해일을 고

려한 경우가 7cm 높게 계산되었다. 폭풍해일을 고려한 

경우 새만  신시배수갑문 배후(Fig. 1에서 pt-1 지 )

에서의 수 변화는 Fig. 5와 같다.

Fig. 5에서 방조제 내측의 수 가 외해측 조 보다 

높을 경우 배수갑문을 통한 방류로 수 가 하강하거나 

수 의 증가율이 둔화되며, 내측의 수 가 외해측 수

보다 낮을경우에는 배수갑문을 닫게 되므로 수 가 크

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폭풍해일에 따라 외

해측 조 가 상승하게 될 경우 배수갑문을 열 수 있는 

시간이 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폭풍해일고를 고려한 

경우 방조제 내측의 최  수 가 7cm 높게 계산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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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flood level inside Saemangeum 

Embankment (31 July ~ 3 August 200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만  방조제 외해측 폭풍해일고를 

고려하여 새만  방조제 내측 홍수 를 계산하 다. 수

치해석을 해 100년 빈도 홍수량을 용하 으며, 외

해측 조석조건은 국립해양조사원의 31년간 측자료

를 분석하여 가장 조차가 작은 시기인 2009년 7월 30일

에서 8월 4일을 수치해석 용 시기로 채택하 다. 외

해측 폭풍해일고는 50년빈도 해일고를 용하 다. 수

치해석 결과 폭풍해일을 고려한 경우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방조제 내측 최  홍수 가 7cm 높게 계산

되었다. 즉, 방조제 내측의 최  홍수 에 외해측 폭풍

해일고의 향이 일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0

년빈도 폭풍해일과 100년빈도 홍수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 따라서 폭풍해일과 집 호우를 동시

에 용하여 방조제 내측 홍수 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인지에 해 향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한 폭풍해일의 향을 고려할 경우, 폭풍해일

의 지속시간과 시간에 따른 해일고의 변화를 어떤 식으

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등에 한 추가 연구도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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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산지역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황분석

문승록1, 정순한2, 홍성진3

1. 서  론

2011년 동일본 지진에 따른 규모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상존하는 지진해일 피해에 

응하고자 국립재난안 연구원은 지진해일 피해 측에 

한 연구에 집 하여 동해안 주요 43개소에 한 시나리오 

기반의 지진해일 응을 한 침수 상도 작성  지진해일 

응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 다. 한, 소방방재청은 

지진해일 응시스템을 업에 활용하고, 과거 지진해일 

피해가 있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구에 한 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수립지침을 

제·개정하 다. 이에 따라 동해안에 인 한 지자체는 

주민 피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피소, 피로, 

안내표지  등을 설치  보완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국립재난안 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주민 피계획의 합성을 지자체 담당자와 장 검 

 의를 통해 지속 으로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강원지역에 분포한 주요 지역별 장조사  검을 

통해 지자체별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황을 

분석하 다.

2. 지진해일대비 주민대피계획

2.1 주민대피계획 추진경과

지진재해 책법 제3조『국가와 재난 리책임기 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재난  안  리

기본법』  이 법의 목 에 따라 지진해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산시설을 보호하기 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방· 비  응, 피해를 이기 휘한 연

구  기술개발 등에 한 방재종합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하여 재정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한 시·도 재난안 책본부의 본부장 

는 시·군·구 재난안 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 인 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계 공무원 교육 

 홍보자료 등으로 극 활용하여야 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연안에서 규모9.0의 거  지진  

지진해일로 2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경제 피해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상존하는 지진해일 피해에 

응하고자 소방방재청 지진방재 에서는 지진해일 

비 피계획에 한 수립지침을 확립 하여 지진해일 

비 피계획에 한 추진경과는 Table 1과 같다. 

2.2 주민대피계획 주요사항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에 한 수립지침에는 

지진해일 긴 피소, 피로, 표지 , 피안내책자, 

피안내요원  훈련·홍보 등에 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상세하여 설명되고 있다. 

① 지진해일 긴 피소

지진해일 상황 발생시 피소까지 10분 이내에 안  

확보가 가능하며,  가  해발고도 10m 이상인 곳에 

치하여야 한다. 한  해안가 면에 치한 건물이 

아닌 2열 이후 내륙에 치한 내진성능을 갖춘 RC 는 

SRC 구조형식의 건물이며, 가  24시간 근이 가능

하고 사 에 소유자와 사 의하여 지정한다. 지역 

1
 발표자 : 국립재난안 연구원 방재연구실 / 연구  / moons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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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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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객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부족한 경우 

인근지역에 피소를 추가 지정한다.

Table 1.  지진해일 주민대피계획 추진경과

일자 내   용

‘11.9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

‘11.9 대피소, 대피로, 표지판 등 정비

‘12.3 “동해안 지진해일 대비 허술” 언론보도

‘12.3~4 동해안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언론보도 계기 

지자체 추진실태 시도점검

’12.4 정부합동점검 실시

‘12.5 점검결과 설명 및 지침개정 회의

‘12.5~11 긴급대피장소, 대피로, 표지판 등 정비

‘12.7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개정

‘12.11 지진해일 대비태세 관련 정부합동점검단 

지적사항 이행실태 시도점검

‘12.11 중앙점검실시

‘12.12 표지판 재정비

② 피로 지정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천과 로를 횡단하지 

않고, 해안선과 직각방향으로 피로를 선정하여 피

장소까지 가능한 최단 이동경로를 확보한다. 한 주민 

피시 혼잡이 상되는 주택 집지역은 피행동에 

장애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객이 집 되는 해수욕장 등 혼잡이 상되는 지구는 

피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도로폭이 확보되는 경로를 

확보해야 하며, 피장소까지의 경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장실사를 통하여 문제 여부를 확인하여 피로를 선정한다.

③표지

지진해일 피안내표지 임을 병기하며, 피안내 , 

피장소 표지 , 피로 표지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

한다. 한 표지 은 반사지를 이용하여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피안내 은 지역의 특성  

도로망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활용하여 1km간격으로 

설치한다. 피로 표지 은 설치된 장소에서 피장소

까지의 이동거리를 반드시 표기하고, 피안내 은 

지역주민, 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피안내 이 설치된 장소에서 바라보는 방향과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피안내 책자

다 이용 공공시설(버스정류장, 터미 , 지역행사장, 

공서, 유 기  등)에 항시 비치하여 정보습득이 용이

하도록 한다.

⑤ 피안내요원 지정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 장에 신속히(5분이내) 도착

할 수 있도록 피안내요원을 피장소, 피로, 객, 

재해약자등 구분하여 지정하고,  객이 집 되는 

지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피한내요원을 

지정한다. 재해약자에 해서는 정기 인 수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피안내요원을 지정하고, 정기 인 

교육·훈련으로 행동요령을 숙지한다.

⑥훈련·홍보

지진해일 발생  단계부터 피완료 단계까지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상지구의 주민과 

담당자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피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여름철 물놀이 기간(6~8월)에는 해수욕장, 터미  등에 

설치된 재해문자 을 활용하여 극 홍보하고, 

지역행사가 있는 상지구는 행사시에 지진해일 발생시 

피할수 있는 피장소, 피로, 국민행동요령 등 

처방법에 한 홍보 상을 방 한다.

3. 지자체별 주민대피계획

3.1 지진해일 대피 개념

지진해일 발생시 지진해일에 한 피 시간개념을 

3단계로 구축하여 Fig. 1 과 같이 제시함

1단계에서는 지진해일 발생시 기상청에서 측, 분

석, 단하여 발생원부터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한다. 

2단계는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하여 지

진해일 상 최 고와 도착시간을 동시에 동해안지

역 등 해당·군·구에 특보 발표 통보하고, 3단계, 상황

  주민 피를 실시(특보발표 2분후)한다. 

지진해일특보 발표기 에 따르면, 지진해일 주의보

는 동해안에서 규모 7.0이상 지진으로, 고 0.5~1.0m 

가 상될 경우이며, 지진해일 경보는 동해안에서 규

모 7.0이상 지진으로 고 1.0m 이상이 상되는 경우

이다.



시군구별 대상지역

부

산

광

역

시

소계 7개소

중구 중앙동지구

남구 용호동 섶자리지구

사하구 다대1지구*

강서구 대항지구

수영구 남천지구

기장군 일광면 5지구, 장안읍 6지구

울

산

광

역

시

소계 5개소

남구 장생포 해안지구

동구 일산지구

북구 신명지구

울주군 신암지구, 나사지구

Fig. 1. 지진해일 대피 시간개념

동해안에는 해일 험지구가 약 200개소 지정되어 

앙  지자체에서 리하고 있으며 지구별 지진해일 

피계획과 피소․ 피로 지정, 안내표지 을 설

치하여 지역주민  객이 긴 상황 발생시 안

하게 피할 수 있도록 피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지진해일 피체계는 지진해일 범람에 

한 공학 인 이해와 상 험도에 한 객 인 

근거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지만  치체계수립근거에 

충족하지 못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본 장조사에서

는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수립지침 개정 통보

에 따른 주민 피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Table 2와 같

이 부산  울산지역 12개 지구 하여 장 검을 실

시하 다.

Table 2. 부산 및 울산지역 현장점검 대상지역

Fig. 2. 현장점검 대상지역 위치도

3.2 지자체별 주민대피계획 현황 점검

울산  부산지역 지진해일 비 피계획 장조사

에서 주요 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해일 비 주민 피지구  피장소 지정에 

한 공학 으로 정성을 단 여부, 둘째, 피경로의 

정성 여부와 피로 표지 의 설치 황과 정규격 

제작여부 검, 셋째, 재해약자  주민 피 지구 등을 

고려한 피안내요원의 지정  리 황 검, 넷째, 

피안내지도의 정기  행화 여부와 다 이용시설

의 비치여부 검 등을 을 두고 황을 분석하 다. 

2013년 4월에 수행된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장

검시에는 소방방재청, 국립재난안 연구원,  시도 

담당자가 동해안 장 검 상지역을 11명, 3개반으

로 구분하여 합동 검을 실시하 다. 

합동 검을 통해 지진해일에 한 지자체장의 심

도에 따라 지정· 리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사항을 

악할 수 있었으며, 긴 피장소  피로 지정은 

반 으로 양호한 반면, 피안내 표지 은 기 마다 

다르게 제작·설치되어 있고, 표시사항도 일부 보완이 

필요한 실정으로 검토되었다. 번 합동 검에 따른 지자체

에서 미비사항에 하여는 반기까지 보완 완료할 정이다.

번 지자체 지진해일 비 주민 비계획 장 검을 

통해 일부 상지역에서 수범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으로 피안내 표지 의 문자 병기, 주민이 알기 

쉽게 피로 표지  설치, 피안내요원 지정시 구역별로 

지정 등이 있다. 

피안내표지  문자 병기하여 방문 외국인 등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피안내표시 을 주민자치센터 

장에 설치하여 홍보하 다. 

피로 표지 은 양면으로 설치하여 양방향에서 



근하는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요 교차로

마다 설치하여 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다. 

울산 역시 동구의 경우에는 상지역의 피안내

요원을 세부 구역별로 나 어 거주하는 주민을 지정하여 

지진해일 발생시 즉시 안내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다.

Fig. 3. 외국 관광객을 위한 영문병기 안내표지판

Fig. 4. 거주민 중심의 안내요원 지정사례

4. 결  론

동해안에 인 한 지자체는 주민 피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피소, 피로, 안내표지  등을 설치  

보완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국립재난

안 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주민 피계획의 

합성을 지자체 담당자와 장 검  의를 통해 

지속 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울산  부산지역에 분포한 

주요 지역별 장조사  검을 통해 지자체별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황을 분석하 다.

번 지자체 지진해일 비 주민 비계획 장 검을 

통해 일부 상지역에서 수범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으로 피안내 표지 의 문자 병기, 주민이 알기 

쉽게 피로 표지  설치, 피안내요원 지정시 구역별로 

지정 등이 있다. 

합동 검을 통해 지진해일에 한 지자체장의 심도에 

따라 지정· 리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사항을 악할 

수 있었으며, 긴 피장소  피로 지정은 반 으로 

양호한 반면, 피안내 표지 은 기 마다 다르게 

제작·설치되어 있고, 표시사항도 일부 보완이 필요한 

실정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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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torm surges result in an inundation in a low-lying 
coast area and a change in coastline as well as losses on 
life and wealth along a coast.  According to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2011), Those 
storm surges in the Northwest Pacific are induced by 
tropical storms, which birth in the latitude of 5°~ 25° and 
make mainly landfall at the East Asia such as China, 
Korea and Japan.  The Korean Peninsula is on one of 
the pathways of typhoons from July to August per year 
intensively.  KMA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the 
typhoons, which influence directly and indirectly on the 
Korea Peninsula, is 327 from 1904 to 2010.  During this 
period, the number of the typhoons affecting is 94, 122 
and 83 in July, August and September, respectively.  It 
is up to 91 % to the total number of the typhoons, which 
made landfall on or closely passed the Korean Peninsula.  
The statistics indicated that three typhoons per year have 
had an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t has led to life losses and missing of 57 annually and 
economic losses of 133 billion per year.   
  In order to prevent them along the coast from the 
typhoon hazard, it has been protected by coastal defense 
facilities such as breakwaters.  They are locally 
designed by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corresponding 
historical records to extreme hazard at a site.  Recent 
studies indicate that large-scale variations in the 
atmosphere are globally projected (Kitoh et al., 2009), 
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sea surface 
temperature can influence the intensity of tropical 
cyclones (Emanuel, 2005).  Webster et al. (2005) 
suggested that typhoons become more intense and make 
both of regions affected and their timings to be 
changeable.  These conclusions have led to renovated 
coastal plans and structures in design criteria in a coastal 
zone.   
  In the present study, the storm surge simulations along 
the Korean coast in the Korean Peninsula were 

conducted by output data of a state-of-the-art 
atmospheric general circulation model (AGCM), which 
are consisted of the tropical cyclone tracks, the sea level 
pressure and the 10m wind speed.  The study evaluates 
the future storm surge risk from 2075-2099 in 
comparison with the present storm surge circumstance 
under the present climate of 1979-2003. 
 

2. STORM SURGE SIMULATION 
 
  In this paper, the climate projection will be briefly 
described but found in detail in Yasuda et al. (2012).  
 
2.1 Description of Climate Projection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ion phase 5 
(CMIP5) (2011), which is a standard experimental 
protocol of the output of atmospheric general circulation 
model, was launched to contribute to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MRI-AGCM version 3.2S is one of 
state-of-the-art GCMs with a 20 km mesh in the 
horizontal resolution in the global domain by the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of th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MRI) (Kitoh et al., 2009).  In 
the experimental frame, three climate periods of 1979-
2008, 2015-2039 and 2075-2099 were carried out with 
each different sea surface temperatures (SSTs), which 
were external forcing in the bottom boundary condition 
in the AGCM.  In the present climate, the observed SST 
from the UK Met Office Hadley Centre was 
implemented.  In the future climate, the ensemble mean 
SST from the CMIP3 multi-model projections of SRES 
A1B was applied.   
  In the present study, the storm surge models were run 
during both of the present (1979-2003) and future (2075-
2009) climates.  In both of the climate projections, the 
number of tropical cyclones was more than 300.  The 
storm surge is driven by the 6 hourly 10m wind and sea 
leve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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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eatures of Tropical Cyclone 
  According to Yasuda et al. (2012), the experiments of 
the MRI-AGCM version 3.2S reproduced a similar 
number of tropical cyclones in the area of 0°-60°N and 
100°-180°E with the observation.  The number of the 
calculated tracks in the present climate projection is 22 
on annual average and of the observation is 26.  Those 
standard deviations are 6 and 4, respectively.  The 
number of annual best tracks is 19 on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7 in the future climate projection.   
  In Fig. 1, the experimental tracks extracted from two 
climate projections, which may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on the Korean Peninsula, are shown.  These 
numbers of the tropical cyclones are 41 in the present 
climate projection but 46 in the future climate.  It shows 
that 12 tropical cyclones among 41 tropical cyclones in 
the present climate projection made landfall on the 
Korean Peninsula in Fig. 1 (a).  On the other hand, 10 
tropical cyclones among 46 ones in the future climate 
made landfall as shown in Fig. 1 (b).  The average 
numbers of landfall, both in the present and future 
climate projections, are similarly rated at 0.4 per year.  
Two durations are 29 and 24 years for the present and 
future climates, respectively. 
 
2.3 Calculation Configurations 
  In the present study, the geophysical region, which is 
of a three level grid domain downscaling 12 km to 1.3 
km in the grid sizes, are used as shown in Fig. 2.  The 
domains of D01 and D02 have 12 km and 4 km meshes 
for each domain.  The innermost domains of D03 and 
D04 have the same mesh size of 1.3 km.  In order to 
calculate the storm surge in the domain, SuWAT (Kim et 
al., 2008; 2010) was used.  The SuWAT model is able 
to parallelize nested domains using Message Passing 
Interface (MPI).  In the present simulations, the Korean 
coasts are divided by two regions corresponding to the 
domains of D03 and D04 with the high-resolution of 1.3 
km.  The spin-up computation of 120 hours was carried 
out before imposing the meteorological fields of output 
data obtained from MRI-AGCM version 3.2S.  After 
that, the 6 hourly data of the wind and the sea level 
pressure are directly forced into the SuWAT.  More 
than 218 and 270 tropical cyclone events extracted from 

the experiment of MRI-AGCM version 3.2S were 
simulated for the present and future climate projections.  
 

3. RESULTS AND DISCCUSION 
 
  The distributions of maximum storm surges during the 
present climate (1979-2008) are shown in Fig. 3.  
Although the D01 domain view of the maximum is not 
shown,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st sea 
surface level was generated up to 7.0 m near the Yangtze 
River mouth along the east coast in China under the 
present climate projection.  In the D03 domain view of 
the west coast, more than 2.5 m in the sea surface level 
was calculated at Incheon near the middle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Near Gunsan, the maximum sea 
surface levels of more than 1.5 m were simulated.  The 

highest sea surface level of up to 3.5 m was calculated 
along the north area of Muan while more than the 
maximum of 1.5 m was simulated near Mokpo.  The 
maximum of ~ 1 m was generated along the coast of Jeju.  
Along the south coast, more than 3 m in the sea surface 
level was calculated.  It was up to 2.5 m near Masan.  

 
    (a) the tracks in the present climate projection          (b) the tracks in the future climate projection 
Fig. 1  The tracks extracted from two climate projections, which may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Fig. 2  Geophysical regions of downscaling 12 km to 

1.3 km in the grid sizes. 



The maximum was up to 1 m at Pusan.  Along the east 
coast in the East Sea, the maximum is simulated in the 
range of 0.5 ~ 1 m. 
  The maximum distributions in the future climate 
projection are shown in Fig. 4.  Under the future climate 
projection, the highest sea surface level of more than 3 m 
in the outermost domain was calculated at the Yangtze 
River mouth along the east coast in China and at the 
southwest coast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west 
coast of Incheon, the highest sea surface level of up to 

1.5 m was calculated. That was smaller than in the 
present climate projection (fig. 4 (a)).  The highest sea 
surface level of more than 2.5 m was concentrated on the 
southwest coast.  The calculated maximum was 
approximately 2 m in the present climate while that was 
more than 2.5 m in the future climat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st sea surface level at the coast of 
near Masan and Pusan i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uture climate than in the present climate.  In particular, 
the maximum was up to 2.5 m.  In addition, the 

     
               (a) D03 domain view                      (b) D04 domain view 
 

Fig. 3  Distributions of maximum storm surges during the present climate 
 

 

   
               (a) D03 domain view                      (b) D04 domain view 
 

Fig. 4  Distributions of maximum storm surges during the future climate 



maximum of up to 1 m appeared along the coast of the 
East Sea.   
  The difference of the maximum storm surges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climate projections is shown in Fig. 
5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storm surge.  The difference was obtained by 
subtracting the storm surge in the present climate from 
that in the future climate.  In the outermost domain, the 
maximum differences are found along the southwest 
coasts i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Those are up 
to 1.5 m with the 12 km resolution.  The difference of 
more than 1 m in the sea surface level is apparent along 
the southwest coast in Fig. 5 (a).  But the difference is 
less than 0.5 m along the west coast.  Along the 
southeast coast of near Masan and Pusan, the differences 
of between both the projections are more than 1 m.  The 
discrepancy of both is less than 0.5 m along the east 
coast.  It is found from the storm surge simulations 
under the present and future climate projections that the 
differences of the sea surface levels are significant along 
the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sults show a 
tendency that the maximum in the sea surface level shifts 
to the east in the future climate.  This tendency is in line 
with the result in Yasuda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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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fferences of maximum storm surges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climate projections 
 



동해 해 지형에 의한 지진해일 특성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Tsunamis 

due to Bathymetry in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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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해는 한반도와 연해주  사할린 그리고 일본 열도

로 둘러싸인 태평양 연해이다. 특히 동해는 수심이 약 

4,000m에 이르는 심해부와 동해 앙에 치한 화퇴 

정상부의 약 300m에 이르는 얕은 수심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동해 일본 서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경우 

동해를 해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내습하게 되며 이

때 술된 심해부  화퇴로 인한 복잡한 수심분포의 

향으로 동해를 하는 지진해일 는 복잡한 랑

변형을 겪게 된다. 한 화퇴를 지나 한반도 동해안

을 향하는 지진해일 는 한반도 동해안으로부터 K자 

형태로 뻗어 나온 해  산맥의 향으로 추가 인 랑

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동해안의 일부지역에 

지진해일 를 집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서안에서 발생하여 동해안으로 향하는 지진해일

의   랑변형에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악되는 동해의 해 지형인 화퇴  동해안 K자형 

해 산맥의 향을 악하고자 지진해일  수치모

의를 수행하 다. 동해안 임원지역에 가장 큰 범람 피

해를 발생시킨 바 있는 1983년 동해 부 지진해일을 

용하여 지진해일  수치모의가 수행되었으며 

화퇴  K자형 해 산맥의 향을 악하고자 각 해

지형을 제거한 후 수치모의를 수행하고 이를 각 해 지

형 즉, 동해 앙부 화퇴  동해안 K자형 해 산맥

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치모의 결과와 비교하 다. 

2. 지배방정식

지진해일이 양을 하는 것과 같이 먼 거리를 

하는 경우 분산효과와 Coriolis 효과가 요한 역할

을 한다(Kajiura and Shuto,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Cho et al.(2007)이 제안한 분산보정 선형천수방정식

(Linear Shallow Water Equation, LSWE)에 Coriolis 항

을 추가하여 동해를 하는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한 역모형을 설정하 다. 한 수심이 상 으로 얕

은 해안 근처에서는 분산효과  Coriolis 효과보다 비

선형 효과와 바닥마찰이 지배 으로 작용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수심이 얕고 복잡한 해안구조물이 존

재하는 상세역에서는 비선형  바닥마찰을 고려할 수 

있는 비선형천수방정식(Nonlinear Shallow Water 

Equation, NSWE)을 지배방정식으로 용하 으며 범

람모형으로는 Yoon and Cho(2001)에 의해 발표된 이

동경계(Moving Boundary, MB)를 도입한 비선형 천수

방정식모형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서안에서 발생되어 동해를 

하며 한반도 동해안을 내습하는 지진해일 의 진행 방

향  에 지 집  양상을 악하기 해 에 지 럭스

(energy flux)를 계산하 다. 식 (1)은 Kowalik et al. 

(1993)가 제안한 에 지 럭스 식을 보여 다. 여기서 

는 해수의 도(), 는 력 가속도(), 는 

수심( ),  는 각각  방향 유속(), 는 정수면

으로부터의 수면변 (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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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수심 구성 및 수치모의 조건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한 계산 역은 Fig. 1에 제시

한 바와 같이 동서방향으로는 경도 127ﾟE～141.5ﾟE 사

이, 남북방향으로 도 33ﾟN～47.5ﾟN 사이의 동해 

체 역을 포함하도록 설정되었다. 

Fig. 1.Computational domain and bathymetry 
of the East Sea (Unit: m)

     Table 1. Computational information

Region ∆x(m) ∆t(s) Remarks

a 930.0∼1159.0 3.0 LSWE

b 358.0∼374.0 1.0 LSWE

c 123.3 0.33 NSWE

d 41.1 0.11 NSWE

e 13.7 0.11 NSWE

f 4.5667 0.11 NSWE+MB

계산격자의 크기는 동서방향 격자경도간격( )을 

0.74min으로 정하고 격자 도간격( cos )은 

격자망이 국부 으로 정사각형이 되도록 보정하여 사

용하 다. 지진해일은 외해로부터 해안으로 해 오

면서 수심의 감소로 인해 장이 짧아지므로 체 역

에 해 격자간격 0.74min의 격자만을 사용하면 수

심이 작은 해안 근처에서는 격자 분해능이 하되어 수

치오차를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 역인 임원항  

근해역에 해서는 상세격자  Lim et al.(2007)이 제

한한  동 격자 속기법을 용하여 격자 분해능을 유

지하 다. Table 1은 동해 지진해일  수치모의에 

용된 격자정보  계산조건을 보여주며 Fig. 2는 최상

세역인 임원항의 계산 역  수심분포 그리고 시계열 

측 치(①)를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의 해

지형인 화퇴  일본동해안 K자형 해 산맥의 향

을 악하고자 Table 2와 같이 case에 따라 동해 해 지

형을 제거하여 수치모의에 용하 다. Table 2에 제시

된 A~D는 화퇴(A)와 일본 혼슈 남측지역으로부터 

화퇴로 뻗어 나온 해 산맥(B) 그리고 동해안 K자형 

해 산맥(C & D)을 나타내며 이는 Fig. 1에 제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임원지역에 가장 큰 범람 피

해를 발생시킨 바 있는 1983년 동해 부 지진해일을 

용하여 지진해일  수치모의가 수행되었다. 

  

Fig. 2. Computational sub-region (f) and detailed 
bathymetry near Imwon harbor (Unit: m)

  Table 2. Case of the numerical simulation.

Case Removal of  topography Remarks

1 - -

2 A Yamato Rise

and seamount 

chain

3 B

4 A & B

5 C K-type

seamount 

chain

6 D

7 C & D

4. 수치모의 및 결과비교

Table 2에 제시된 총 7가지 Case에 하여 계산된 에

지 럭스는 Fig. 3에 제시되었으며 각 Case별 임원

항내에서 계산된 수면변  시간이력은  Fig. 4에 제시되

었다. 변형되지 않은 동해 수심이 용된 Case1의 결과 

Fig. 3(a)를 보면 기 원으로부터 발생된 지진해일

의 주된 에 지는 화퇴(A)를 거쳐 혼슈 남측으로부

터 화퇴로 뻗어 나온 해 산맥(B)을 따라 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화퇴(A)와 해 산맥(B)의 

얕은 수심으로 인해 지진해일 가 굴 되며 발생된 결

과로 악된다. 이를 통해 화퇴(A)와 해 산맥(B)는 

1983년 지진해일 발생원 치에서 발생된 지진해일

를 굴 시키며 동해안을 향하는 에 지를 감시키는 

역할로 작용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Maximum energy flux and vector

Fig. 4에서 임원항에 도달한 지진해일 수면변

(Case1)는 최  수면변 가 발생하는 155min까지 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화퇴로 인해 

발생된 복잡한 랑변형으로 인한 결과이다.  

 

Fig. 4. Time-series calculated at Imwon harbor

Fig. 5. Distribution of free surface displacements

Fig. 5에 제시된 지진해일  양상과 같이 지진해

일 는 화퇴 북측과 남측 깊은 수심의 향으로 상

으로 빨리 되는 와 화퇴의 얕은 수심의 향

으로 상 으로 속도가 느린 로 나뉘게 되며 

화퇴의 앙부 상 으로 깊은 수심부를 통해 된 

의 일부는 화퇴를 남북으로 돌아 된 와 합쳐

져 동해안을 향해 되지만 화퇴의 얕은 수심부를 

통해 된 지진해일 의 일부는 굴   얕은 수심에 

의해 상 으로 더욱 늦게 동해안을 향하며 선두 와 

연속 으로 하게 된다. 한 K자 산맥(D)의 상

으로 얕은 수심의 향으로 동해안에 도달한 는 천

수화에 의해 차 고가 증가하고 속도가 느려지

며 임원항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부분의 지진해일

 에 지를 화퇴 남측 해 산맥(B)의 향으로 잃었



지만 연속 으로 동해안 임원항에 도달한 지진해일

는 임원항에 도달한 선두 와 첩되어 공진 상을 일

으키기도 하고 한 에 지의 상당부분이 화퇴로 인

해 임원항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져 155min에 고가 

가장 커졌을 것으로 악된다. 

화퇴(A)가 제거된 Case2의 결과를 보면 Fig. 3(a) 

Case1의 결과와 조 으로 지진해일 의 주된 에 지

는 남서방향으로 진행하며 동해안까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해의 

북측 수심이 상 으로 깊고 남측 수심이 상 으로 

얕아 지진해일 의 굴 이 발생하며 주된 에 지  

방향이 남서방향으로 설정된 결과이다. 아울러 화퇴

가 부재하기 때문에 에 지 러스의 분포는 발생원으

로부터 동해안까지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에 지 럭스 분포는 동해안에 가까워

질수록 작아지고 있으며 이는 주된 지진해일  진행 진

로의 좌우로 발생되는 회 에 의한 결과로 단된다. 

한 해 산맥(B)를 따라 지진해일 의 일부가 굴 되

어 Case1의 결과와 유사하게 에 지 럭스의 분포가 

일본 혼슈를 향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해 산맥(B)가 

굴 을 통해 동해안으로 향하는 에 지를 감시킨다

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다. Fig. 4에서 화퇴 부재

로 인해 깊어진 수심의 향으로 Case2 지진해일 의 

도달시간이 Case1에 비해 상 으로 빠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화퇴로 인해 발생되는 복잡한 랑

변형 없이 지지해일 의 에 지가 선두 로 동해안에 

도달하 기 때문에 임원항에서 계산된 시간이력의 

120min 후의 지진해일 도달 반부 수면변 가 가장 

크고 그 이후로 차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4에서 동해안 K자 산맥의 북측 부분(C)이 제거된 

Case5의 결과를 보면 변형되지 않은 동해 해 지형이 

용된 Case1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1983년 발생원에서 동해안으로 향하는 에 지의 주된 

에 K자 산맥(C)가 큰 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K자 산맥(D)가 제거된 Case6의 경우 K

자 산맥(D)의 부재로 인한 깊어진 수심의 향으로 임

원항에 도달하는 첫 의 도달시간이 상 으로 K자 

산맥(D)가 존재할 때보다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아울러 K자 산맥(D)의 얕은 수심으로 인한 천수화 

효과가 없어 상 으로 고도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해 해 지형이 1983년 동해 부 지

지해일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Table 2에 제

시된 바와 같이 화퇴(A)  화퇴 남측 해 산맥(B) 

그리고 동해안 K자 해 산맥(C & D)을 제거하고 수치

모의를 수행하 다. 화퇴(A)와 해 산맥(B)는 동해

안으로 향하는 1983년 지진해일 의 굴 을 유발하며 

부분의 지진해일  에 지가 일본 혼슈를 향하게 만

들며 동해안으로 향하는 에 지를 감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동해안 K자 산맥의 북측 부분(C)는 

1983년 지진해일 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남측 산맥(D)는 천수화 유발을 통해 

동해안 임원항으로 향하는 지진해일 의 증폭에 큰 

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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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평양 연안의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연동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이 전라남도 연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n Coast of Jeollanam-do of Tsunamis Caused by Triple Interlocked Tokai, Tonankai and Nankai 
Earthquakes in Pacific Coast of Japan 

 
 
               
 

1. 서 론 
일본 Nankai해구에서 1946년 12월 21일 발생한 M8.0의 Nankai

지진은 Kochi현에서 최대 6m의 지진해일을 발생시켜, 약 700명의 
사망자와 35,000채 이상의 가옥파손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Nankai해구는 일본 중부의 Shizuoka현에서 남부 
Kyushu의 Miyazaki현까지 수심 4,000m, 연장 약 780km에 이르는 
해역으로,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섭입대로 잘 알려져 
있다. 1854년 Tokai지진, 1944년 Tonankai지진, 1946년 Nankai지진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특히 Tokai지진의 경우는 1984년에 발생한 이
후에 150년 이상 잠복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 中央防災會議(2012)에서는 이 3개 지진의 최대규모가 
M8.0급으로 각각 100~150년의 주기로 발생하였고, 동시발생주기

는 300~5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Nankai해구에서 강진은 
1707년에 마지막으로 발생하였고, 그 규모는 300~500년마다 증가

하기 때문에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상응하는 규모의 지진이 일본 
남서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日本 中央防

災會議(2012)는 Nankai해구에서 각각의 지진이 단독으로 30년 이내

에 발생할 확률을 Tokai지진의 경우는 88%, Tonankai지진은 70%, 
Nankai지진은 60%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연동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남서해안을 통한 지진해일의 굴절과 회절현상으로 우리나라 남해

안도 지진해일의 전파에 따른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연동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이 우리나라 남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이 등(2012)의 연구결

과에 의하면 파원역에 인접한 제주도 연안에서 최대지진해일고가 
1.6m로 추정되고 있고, 따라서 제주도와 인접한 전라남도 연안에

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변동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제주도 연안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연안에서 지진해

일의 전파 및 그에 따른 피해사항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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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33년(1707년) 10월 제주도 연안에서 지진해일이  관측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최 등, 2012), 발생빈도는 매우 낮지만 제주도 연안 
및 전라남도 연안이 지진해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부터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규모 M9.0의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연동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연안, 특히 보성만에 전파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지진해일고와 침수

고 및 침수역을 수치적으로 검토하며, 수위변동 및 지진해일의 전
파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진해일의 수리특성을 고찰하여 향후 
연안방재와 연안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이론 
2.1 지배방정식 

지진해일의 전파에 관한 기초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운동방정식을 파형경사 및 수심파장비가 충분히 작다

고 가정하는 장파근사를 이용하여 연직방향으로 적분한 비선형천

수방정식 (1)~(3)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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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는 시간, ,x y 는 수평방향의 좌표, g 는 중력가속

도, h 는 수면변위, nn 은 Manning 조도계수, D는 수심 h 와 지

진해일에 의한 수면변위 h 를 합한 전수심, ,M N 은 ,x y 방향

의 유량플럭스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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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의 수치시뮬레이션 방법에는 지진해일의 운동을 나

타내는 상기의 방정식을 유한차분법이나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지진해일의 수
치해석모델에서는 연속방정식 및 운동방정식을 leap-frog법에 의해 
유한차분화하였으며, leap-frog법에서는 수면변위 h 와 유량플럭스 

,M N 이 정의되는 지점을 1/2격자만큼 엇갈리게 배치한다. 
 

3. 수치모델검증 
3.1 2011년 동일본지진해일 

본 수치해석모델로부터 예측된 지진해일의 전파에 대한 계산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M 9.0의 동일본지진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일본지진의 단층파라미터는 Tohoku대학, 일본 건축연구소 등의 
여러 연구기관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 건축

연구소가 공개한 Table.1의 Fujii et al(2011)에 의한 단층파라미터 값
을 적용하였으며, Okada(1985)방법에 의해 해저지반의 연직변동량

을 산정하여 수위에 대한 초기조건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Fig.1은 단층파라미터 중에 해저지반의 활동량의 분포를,  
 

그리고 Fig.2은 Okada(1985)방법에 의해 산정된 초기수위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로부터 얻어진 초기수위데이터를 본 연구의 수치해석

모델에 적용하여 지진해일의 제반 특성을 추정하여 본 모델의 타
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1983년 동해중부지진해일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 위치한 임원항은 1983년 5월 26일 일본 
Akita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M7.7의 동해중부지진에 의해 발생한 
지진해일의 내습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최와 이, 1993). 
본 수치모델의 침수계산에 대한 계산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1983년
에 발생한 동해중부지진에 의한 임원항의 침수역을 수치적으로 재
현하였다. 동해중부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층모델중에서 실제로 
측정된 결과와 대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Aida(1984)의 단층모

델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단층파라미터값을 Table. 2에 나타낸

다. 전술한 바와 같이 Okada(1985)방법에 의해 초기수위를 산정하

고, 본 수치모델로부터 지진해일고와 침수역을 산정하였다. Fig. 9는 
동해중부지진해일의 전파로 인하여 발생한 임원항 주변에서 침수

역에 대한 계산결과를 Google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에 겹쳐 표시

한 것이다. Fig. 3에 나타낸 침수범위에 대한 계산결과와 기존의 최
와 이(1993), 윤 등(2002), 김 등(2007)에 의해 수행된 임원항의 침수

영역에 대한 결과와의 정량적인 비교는 수행하지 않았으나, 침수

위치와 범위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Maximum inundation area at Imwon port. 

 
이상의 일본 동북부 연안에서 발생한 동일본지진해일의 전파

에 대한 수치계산 결과와 일본 Akita현에서 발생한 동해중부지진해

일로 인한 임원항의 침수계산을 통하여 본 수치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이하에서는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연동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연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검토한다.

Table 1. Fault parameters for 2011 East Japan earthquake 

Latitude( N° ) Longitude( E° ) 
( )H km¢

(Depth) 
(deg)q  

(Strike angle) 
(deg)l  

(Dip angle) 
(deg)d  

(Slip angle) 
( )L km  

(Length) 
( )W km  

(Width) 
38.103 142.860 24 193 81 14 500 200 

 
Table 2. Fault parameters for 1983 Central east sea earthquake 

Aida 
Latitude 
( N° ) 

Longitude 
( E° ) 

( )H km¢
(Depth) 

(deg)q  
(Strike angle) 

(deg)l  
(Dip angle) 

(deg)d  
(Slip angle) 

( )L km  
(Length) 

( )W km
(Width) 

( )u m¢  
(Dislocation) 

Fault 1 40.21 138.84 2 22 40 90 40 30 7.60 
Fault 2 40.54 139.02 3 355 25 80 60 30 3.05 

  
Fig. 1. Distribution of sea 
bottom displacement by 
East Japan tsunami 
(Fujii et al, 2011). 

Fig. 2. Initial water level 
of East Japan tsunami. 



4.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연동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4.1 대상영역 및 계산조건 
대상영역은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연동지진에 의한 지

진해일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도록 좌하측 격자점(경도 124.667°, 
위도 28.75°) 및 우상측 격자점(경도 142.15°, 위도 36.733°)을 취하였

다. Fig. 4은 제1영역에서 수심의 공간분포를 나타내며, 이는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1́데이터(약 1.8km 간격)로부터 얻어진 수심데이터이다. NOAA에

서 주어지는 데이터는 구좌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rcGIS(ArcMap 10, 2011)를 사용하여 직각좌표로 변환되었고, 이와 
우리나라 전자수치해도로부터 얻어지는 직각좌표의 수심데이터를 
접합하였다. Fig. 5은 제 2영역에서부터 제 6영역까지의 범위를 나타

낸다. 계산시간은 지진해일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지
진발생시간부터 15시간 동안 수치모의하였다. 

 

 
Fig. 4. Distribution of water depth at Area 1. 

 

 
Fig. 5. Computation area for nesting. 

 
4.2 지진해일의 초기수위 

일본 중앙방재회의(2003)에서는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
연동지진을 최대 M8.7로 상정하였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
생 이후 M9.0의 지진이 발생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지진에너지 
E[J]와 규모 M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Gutenberg-Richter 식 (6)에 의
하면 M9.0이 갖는 지진에너지는 M8.7의 2.82배에 상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중앙방재회의에서 검토된 3 연동지진에 대해 
Okada(1985)모델에서 계산된 지각변동량과 수위변동량을 각각 
2.82배한 값을 적용함으로써 파원역을 변경하지 않고 계산을 수행

하였다(Kawasaki and Suzuki, 2012). Fig. 6는 Tokai, Tonankai 및 Nankai
의 3연동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의 초기수면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으로부터 초기수위의  최대치가 약 13m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log 4.8 1.5E M= +  
(6) 

 
Fig. 6 Initial water level by simultaneous occurrence 

               of Tokai, Tonankai and Nankai tsunamis 
 
4.3 수치해석결과 

Fig. 7은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연동지진에 의한 지진해

일을 제 4영역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결과에 의하면 지진

발생 후 약 5시간 후에 보성만으로 지진해일이 전파되어 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전파양상을 살펴보면 지진발생과 동시에 
지진해일이 일본 태평양 연안으로 전파되고, 시간의 경과와 더불

어 일본 남서해안으로 굴절되면서 일부는 우리나라 제주도 및 전
라남도 연안으로 전파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남중

국해 측으로 큰 에너지의 지진해일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Propagation by simultaneous occurrence 
       of Tokai, Tonankai and Nankai tsunamis. 

 
다음으로,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연동지진이 발생할 경우 

전라남도 보성만을 상세역으로 하여 계산한 최고수위분포결과를 
Fig. 8에 나타낸다. Fig. 8의 최고수위분포도로부터 보성만의 최내측 
해안에서 약 0.52m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 Maximum water level at Area 5. 



다음 Fig. 9은 전라남도 보성만에 접한 해안선을 따른 최대수위

상승고를 산정한 지점들을 표시한 것이며, 그 결과가 Fig. 10에 주
어져 있다. 대부분의 해안에서 약 0.25m 정도 수위가 상승하지만, 
특히 Fig. 10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Point 13에서 최대 
0.52m로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으로부터 약 5시간

후에 지진해일의 제 1파가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간조시보다 
만조시에 도달시간이 약간 빠르게 나타나며, 이는 장파파속이 수
심과 수위의 합에 평방근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

한 위치에서도 간조시와 만조시에 따라 지지해일고는 약간 상이한 
값을 나타내며, 어떤 위치에서는 간조시에 어떤 위치에서는 만조

시에 더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

해역에서 조차가 430cm 정도로 큰 값을 나타내고, 이로 인하여 지
형과 반사원의 특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Calculation points 

 
Fig. 10. Maximum water level at calculation points. 

 
한편, 전라남도 강진 연안 및 보성만 주변에서 전술한 지진해

일고의 시·공간분포와 동시에 침수범람 계산을 수행하였지만, 침수

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기하여 둔다.  
 

5. 결 론 
(1) 2011년 동일본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의 시간에 따른 수위변

화의 계산치와 관측치를 비교 · 검토한 결과, 수위변동의 크기, 지
진해일의 도달시간 모두 잘 재현되었다. 더불어, 1983년 동해중부

지진해일의 내습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임원항에 본 수치모델에 의
한 침수역의 계산결과와 기존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본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2)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연동지진해일 대한 제 1영역

의 수치해석결과로부터 진원지인 일본 중남부 부근에서는 최대 
13m 의 수위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 제주도 및 전라남도 

연안보다는 남중국해 측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전파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 지진해일의 내습에 따라 전라남도 연안에서 가장 큰 수위

변동을 나타낸 곳은 보성만 일대이며, 보성만내에서 평균적으로 
약 0.25~0.35m정도, 보성만 최내측 해안에서 최대 0.52m 의 수위상

승이 각각 예상되지만, 침수범람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

다. 그리고, 지진발생으로부터 약 5시간후에 보성만에 도달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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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해일과 강우에 의한 도시범람 수치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Urban Inundation 

due to Rainfall and Storm Surge

윤성범1,이재황2,표창규3

Sung Bum Yoon1, Jaehwang Lee2 and Chang Kyu Pyo3

1. 서 론

세계 으로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해

안도시에서 간척지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집 호우

나 태풍에 의한 해안도시의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윤종주, 2012). 폭풍해일은 해안도시에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형태의 자연재해로 태풍이 강우를 동반하

여 해안지역을 통과하면서 발생한다. 태풍이 해안도시

에 근할 때 태풍 주 의 기압장에 의해 생성된 상

승된 해수면이 태풍을 따라 이동하게 되고 태풍이 일으

키는 강풍에 의해 해수면에 높은 랑이 생성된다. 이

와 같은 해면의 변화가 먼 바다에서 해안으로 근하게 

되면 해수가 제방을 월류하거나 붕괴시켜 해안도시 지

역을 범람시키게 된다. 2003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매

미’ 이후에 많은 련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다수의 연

구에서 폭풍해일고만을 산정하는 연구가 부분이고, 

해수의 외수범람만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명규, 

2010). 외수범람 외에도 태풍은 동반한 강우에 의해 해

안도시의 내수범람을 야기한다. 도시 체의 범람을 

측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수범람은 도시의 배수시설의 

성능과 강우량에 의해서 향 받게 되는데 배수시설의 

성능은 해수면 상승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결국 

해안도시의 침수를 악하기 해서는 내수범람을 

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수범람의 정도높은 해석을 

해서는 내수와 외수범람을 동시에 고려하여 폭풍해일

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3년 9월에 발생한 태

풍 ‘매미’에 의한 마산만 인근의 외수 범람을 수치모의

하기 해 사용되었던 지오시스템의 폭풍해일 모델에  

하수 망시스템의 용을 목표로 해당 수치모형에서 

태풍에 의한 바람장과 압력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강우

효과와 1차원 하수 망시스템을 추가하여 제한된 역

에서 해수  변화에 따른 내수범람의 효과를 모의하

다.

2. 지배방정식

2.1 지상과 해역의 흐름해석
지상에서 강우의 흐름과 해역에서 랑의 이동을 해

석하기 해 처오름을 고려한 2차원 비선형 천수방정

식을 사용하 으며 이 때 사용된 연속방정식과 운동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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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자유수면변 , M, N : 수심평균한 선유량, 

r : 강우강도, D : 총수심,  : 기압(Pa),  : 해수의 단

량,   ,  :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마찰응력, 

 ,  : 해수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응력,   : 와동

성 계수이다. 이때 강우강도 은 강우효과가 추가되면

서 폭풍해일의 바람장과 기압에 따른 해수 변화만

을 고려하던 기존의 지오시스템 모델의 연속방정식에

서 수정된 부분이다.

2.2 하수관망 해석
하수 망의 해석은 비정상 흐름이므로 수조와 수조

사이를 연결하는 로의 연속으로 해석하 으며 로

의 단면 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비정상(unste 

-ady)에 지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용하여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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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수조 및 관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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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에 지 방정식 식(4)는 의 단면 을 이용하

여 식(6)과 같이 유량의 함수로 표 될 수 있다. 식(6)에

서 사용된 계수 는 식(7)에 표시되어 있다. 한 본 수

치모형에서는 해안도시가 태풍의 향권에 있을 때 큰 

강우량에 의해 우수 이 만 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됨

을 고려하여 하수 망을 만 으로 흐르는 수평 으로 

가정하 고 모든 정 내에서의 자유수면은 기압의 

향에 있음을 가정하여 식(8)에서 두 정 사이의 압

력수두차이를 나타내는 를 0으로 가정하여 실제 

계산에 사용된 정사이의 수두차 는  정 내부 수

차인 에 의해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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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하수시스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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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폭풍하수 프로그램 흐름도
Fig.2는 하수시스템이 구성된 역과 설치된 망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강우량은 제한된 역에 일

정한 강우강도를 용하 고 역에서 배수경로도 제



한하여 강우량이 설치된 을 통해서 유출되는 양상을 

찰하 다. 유역 내에 총 27개의 정과 27개의 이

가 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배수가 일어나는 2개의 정을 해역 부

분에 출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설치하 으며 이 두개

의 정은 해수 를 고려하여 하수 시스템 내부에 항

을 주도록 로그램 되었다. 유역내의 모든 정은 

의 연결지 의 역할 뿐 아니라 지표수가 유입될 수 있

는 배수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 으며 

유역을 통제하여 수유량 없이 모든 유역에 내린 강우

량은 하수 을 통해 해역으로 배수되도록 하 다. Fig.3

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폭풍하수 로그램의 흐름도이

다. 폭풍해일 로그램의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사이에 하수 망의 루틴이 추가되었다. 2차원 천수 방

정식에서 계산된 유출수의 흐름과 망 내에서의 유량

의 흐름은 두 시스템의 연속방정식 계산이후에 배수 알

고리즘을 통해서 연산된 값을 주고받게 된다.

3. 수치모형 검증

수치모형의 강우효과와 하수 망효과는 각각의 자

연 상을 독립 으로 용하여 검증하 다. 우선 설정

된 유역에 강우 효과를 추가하여 역에 추가된 강우량

이 시간에 따라 정상 으로 증가하는지 확인하 다. 

Fig.4는 배수가 되지 않도록 설정한 유역에 고이는 우수

량을 시간에 따라 표시한 그림이고 Fig.5의 실선과 선

은 일정한 강우강도를 용했을 때 유역에 산술 으로 

축 되는 우수량과 수치모형에서 모의하여 유역에 축

된 우수량을 각각 표시한 그림이다.

배수효과시험은 강우효과 없이 유역에 물을 채워놓

고 해수의 높이에 따른 배수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때 

매번 계산시간마다 유역에 남아 있는 유량과 배수된 유

량을 측정하여 배수가 정확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

고 한 유역에 우수가 없고 해수가 유역의 지반고 

보다 높은 경우에 정상 인 역배수가 일어나는 것을 확

인하 다. 해역의 수 는 배수된 유량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경우와 고정된 경우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모의하 으며 모든 기본 수치모형 시험에서 연속성이 

부합하는지 확인하 다.  Fig.6과 7은 해수 가 유역의 

수 보다 높은 치인 3.0m에 고정되어 있고 하수 시스

템을 통해 역배수가 일어날 때 유역의 유량변화와 하수

을 통과하는 유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7에서 실선

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이 를 통과하는 해수의 유량

이고 선은 유역내에 범람하여 축 되는 해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Fig.8과  Fig.9은 강우량이 없을 때 유역

에 장되어 있던 우수가 배수되는 수치모의를 시행하

여 얻은 결과이다. Fig.9에서 실선과 선은 하수 을 

통과해 해역으로 배수된 우수량과 유역에서 배수되어 

사라진 우수량을 각각 나타낸다.

 Fig.4 시간에 따른 우수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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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계산된 우수량과 유역 내 
축적된 우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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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하수시스템을 통한 유역의 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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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유역내의 유량과 하수관을 
통과하는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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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배수에 의한 유역의 유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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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유역내의 유량과 하수관을 
통과하는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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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 유역내의 우수 흐름 백터도
Fig.5, 7, 9에서 계산된 우수량과 수치모의를 통해 얻

어진 우수량, 배수 을 통과하는 유량과 유역으로 역류

된 유량, 배수 을 통과한 유량과 유역에서 사라진 유

량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10은 유

역 내에서의 우수의 흐름을 나타낸 백터도이다.

4. 결론

3장의 수치모형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폭

풍하수 수치모형이 기본 인 조건에서 정상 작동함을 

보 다. 폭풍해일에 의한 해안도시의 범람을 보다 정도

높게 수치모의하기 해서는 외수범람과 내수범람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해서 기존의 외

수범람에만 을 둔 폭풍해일 수치모형은 한 결

과를 측하기 어려운 정성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풍해일에 결합할 수 있는 기본 인 하수

시스템 수치모형을 개발하고 지오시스템 폭풍해일 수

치모형에 결합한 후 기본 인 검증을 마친 상태이다. 

이제 실제 폭풍해일에 의해 큰 피해가 발생하 던 마산

항 인근지역의 실제 하수 의 정량  자료을 모형에 입

력하여 태풍매미를 수치모의 한 결과를 얻어 비교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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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율변화에 따른 하부 Slit형 부유식방 제의 특성  효율에 한 실험

Hydraulic Experiments on Characteristics and Efficiency of 

Floating Breakwaters with Under Slit Type according to Porosity

윤재선1, 송 구2, 정재상3, 김지성4

 Jae Seon Yoon1, Hyun Gu Song2, Jae-Sang Jung3, Ji Sung Kim4   

1. 서론

부유식방 제(FBW, Floating BreakWater)는 구조물 

제체의 다양한 형상과 계류시스템에 인한 복잡한 해석

을 필요로 하며, 입사 랑에 따라 탄성 거동하는 부유

체의 특성으로 정확한 해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실험

에 의한 정량  결과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계류시스템의 용  구조  변수변화에 따른 수리모

형실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Mani(1991)는 부유식방 제의 유형별 성능특성에 

한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과거의 실험들을 토 로 

랑에 지 달계수에 한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

고, Tsinker(1995)는 부유식방 제에 한 공학  이론

들을 책으로 기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정우와 조

원철(2005)이 랑과 계류  복원력의 비선형성을 반

할 수 있는 비선형수치모델을 확립하고, 설계조건에 

따른 비선형 동장에 놓인 부유식방 제의 운동변화

특성과 랑제어성능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부유식방

제는 입사 랑이 진행함에 따라 부유식방 제 입사

면에서 일부는 쇄   반사되고 일부는 달되는 형식

의 랑제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시공사

례  다수는 랑제어메커니즘  입사면에서의 반

사를 유도하므로 랑에 지를 감하는 반사방식의 

부유식방 제를 채택하고 있다.   

   랑제어 메커니즘  쇄 방식 부유식방 제의 

최근 연구로는 망사형 자를 이용한 부유식방 제의 

수리모형실험  마름모꼴 블록타입의 다공성부유식

방 제에 하여 랑에 지 감효과에 따른 방 효

율성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Dong et al., 2008; Wang 

and Sun, 2010). 한, 무공부유식방 제의 경우, 면 

연직 의 길이변화  배열형에 따른 효율성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Pena et al., 2011). 최근 국내에서도 부유

식구조물의 심이 늘고 있으며, 윤종성 등(2008)은 고

정된 부유식방 제 주변의 유동장을 PIV시스템을 이

용하여 측정하 고, 정연주 등(2011)은 6자유도 운동 

 2차원운동을 허용하는 부유식구조물 면의 압 

특성에 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방 제 계류시스템의 안 성

확보와 랑제어성능 향상을 하여 구조물 제체의 흘

수심 단면 구간 입사면, 입사면  달면이 유공이

며, 흘수심단면  구간이 모두 유수실을 가지는 하부 

Slit형 부유식방 제를 용하 다. 이것은 랑제어 

메커니즘  반사  와류방식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

는 구조형상이며, 실험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기 연구로써, 실험은 규칙 를 상으로 하 으며, 

주기변화  고변화를 통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하

다. 한, 랑에 지 달 시 부유식방 제 계류 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분석하 고, 상 으로 부유식방

제의 탄성거동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tension-leg형과 

일정 허용범 를 수렴하면서 안 성이 좋은 catenary

형 계류시스템에서의 랑에 지 달계수에 한 분

석을 실시하 다.

2. 실험조건

2.1 실험모형
수리모형실험에 사용한 부유식방 제는 아크릴로 

제작되었으며, 제체(floating body)는 높이 0.20m, 길이 

0.59m, 폭 0.30m인 하부 Slit형 부유식방 제 이다. 

한, 흘수심단면 (draft area) 입사면과 달면에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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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으며, 유공율은 20 ∼ 50로써 연직방향 길이

는 70mm이며, 폭(∆)은 16.29 ∼ 40.71mm로 각각 변

화를 주었다(Fig. 2 참조). 한, 진공간 상태인 유공부

유식방 제 상치는 에어챔버(air chamber)를 설치하여 

공기주입량에 따른 흘수심을 일부 조 할 수 있게 하

고, 흘수심단면 구간은 물을 채워 입사 랑에 일부 흡

수하게 하 다. 계류 합부는 구조물 면 각 모서리에 

4 계류로 고정하여 설치하 다.

   계류 은 모의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최 인장력

( )과 단하 ( )의 비로 식 (1)의 안 율

(safety factor)을 허용하도록 설치하 다. 이때, 사용된 

계류 의 단하 은 588N이며, 재질은 강철(stainless 

steel wire)이다. 계류 의 지름( )은 0.80mm이며, 

실험에 사용된 계류 의 총 길이( )는 3.80, 4.05m로 

변화를 주어 분석을 실시하 다. 한, 계류기

(mooring anchor)의 총 수 량( )은 2.94N이며, 

수로바닥에 단단히 고정하여 부유식방 제의 탄성거

동에 따른 향을 최소화하 으며, 그에 따른 식 (2)의 

안 율을 허용하게 된다(해양수산부, 2005).





≥  (safety factor = 5)                                (1)
 







≥ (safety factor = 1.2)              (2)

여기서, 는 마찰계수, 는 계류기 의 수

량, 는 계류기 부에 있어서 계류 의 최 인장력

의 연직성분, 는 최 인장력의 수평성분이다.

 

floating body mooring line

 

mooring connection mooring anchor

Fig. 1. Photos of the hydraulic model

Fig. 2. Schematic sketch of the hydraulic model

 

2.2 파랑제원 및 구조물 조건
실험에 사용된 규칙 의 랑제원은 고 0.02 ∼ 

0.08m이며, 주기 0.69 ∼ 1.85sec이다. 한, 상 수심비

에 따라 간수심 역과 심해 역으로 구분하여 실

험을 수행하 으며, 유효주 수 범  내에서 반사율산

정을 한 자료계측에 필요한 고계간 이격거리( )

는 다음 식 (3)을 이용하여 구한다(Goda and Suzuki, 

1976).

Upper  limit    ≈ 

            Lower  limit    ≈        (3)  

식 (3)에서 과 는 각각 유효주 수 범 내

의 상한값 와 하한값 에 응하는 장이며, 

는 재 하고자 하는 주기에 해당하는 주 수이다.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부유식방 제 제체의 제

원을 나타내었다.

Table 1. Dimension of floating breakwaters used in 

experiments

Type

Depth 

( )

(m)

Floating body

Structural 

type

Length 

( )

(m)

Width 

( )

(m)

Height 

( )

(m)

Model

type
0.750 0.590 0.300 0.200 Acrylic

실험에 용한 무차원 변수로는 입사하는 랑의 

장과 부유식방 제 제체의 폭의 비인 와 고와 

제체의 높이의 비인 로 나타내었으며, 이는 부유

식방 제 제체의 폭과 높이에 하여 각각 주기와 고

가 변함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단면수로는 길이 32.50m, 폭 

0.60m, 높이 1.10m이며, 기서보 피스톤식 조 기로 

규칙   불규칙 를 조 할 수 있다. 한, 조  

면에 고계가 부착되어 있어, 고계에서 독취된 자료

를 바탕으로 반사  흡수식 제어가 가능하고, 수로 양 



끝단에는 여러 겹의 다공성 구조로 형성된 소 장치가 

설치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단면수로는 고계, 장력계 

 압력식 고계를 연결하여 동시에 6채 의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규칙 를 기 으로 최 고 0.30m의 

랑을 조 할 수 있고, 재  가능한 랑의 주기는 

0.50 ∼ 5.00sec이다. 

 반사율측정을 하여 2 의 용량식 고계를 각각 

구조물 입사면  달면으로부터 구조물에 의한 소멸

(감쇠정상 )의 향이 없는 1.20 ∼ 1.50인 지 에 

설치하 으며, 반사율측정을 한 고계의 최 이격

거리는 0.496m이다. 본 실험에서는 입사 랑의 주기에 

따라 고계의 간격을 조 하여 반사율을 계측하 으

며, 두 개의 고계로부터 독취된 자료를 바탕으로 

Goda and Suzuki(1976)의 방법으로 입사 와 반사

를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한, 규칙 를 상

으로 실험 는 300sec를 조 한 후 90 ∼ 300sec 사이의 

205sec동안의 자료를 zero-upcrossing 방법으로 분석

하 다. 실험 랑은 랑의 제원  최 고 (0.08m), 

최 주기 (1.846sec)에 하여 표 으로 분석을 실시

하 다.

3. 실험 결과

3.1 계류시스템별 파랑에너지 전달계수
Fig. 3(a), (b)는 주기  고변화에 따른 무공  하

부 Slit형 부유식방 제의 랑에 지 달계수 결과이

며, 여기서 횡축은 흘수심단면 구간 입사면  달면

의 유공율을 나타낸다. 실험결과 랑에 지 감효과

는  구간 역 에서 tension-leg형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계류시스템의 특성상 상 으로 작

은 허용이동량에 따라 랑에 지의 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며, 부유식방 제의 탄성거동 한, 

catenary형에 비하여 작게 발생하므로, 달계수가 낮

게 측정되어진 것으로 단된다. 한, 랑의 주기가 

긴 (T=1.846sec)경우 Fig. 3(a)에서 tension-leg형 계류

시스템은 유공율 30∼50%  구간 역 에서 입사면

만 유공형태 (perforated type)인 부유식방 의 랑제

어능력이 무공형 부유식방 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교  고가 큰 (h=0.08m) 경우, Fig. 3(b)에서 입사

면과 달면이 모두 유공 (perforated both side)인 

tension-leg형 부유식방 제에서 높은 랑에 지 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 으로 입사면만 유공인 

부유식방 제의 경우 긴 주기성에 랑에 지 감효

과가 있었으며, 입사면과 달면이 모두 유공인 부유식

방 제의 경우 높은 고에 한 랑에 지 감효과

가 탁월하 다.

(a) Transmission coefficient on the changes of 

porosity (h=0.05m, T=1.846sec)

(b) Transmission coefficient on the changes of 

porosity (h=0.08m, T=0.986sec)

Fig. 3. Transmission coefficient on the changes 

of porosity 

3.2 계류시스템별 절대최대장력
Fig. 4(a), (b)은 동일한 조건에서의 무공  하부 Slit

형 부유식방 제의 최 장력의 결과이다.

실험결과 최 장력은  구간 역 에서 입사

면과 달면이 모두 유공 (perforated both side)인 부유

식방 제에서 최 장력이 낮게 측정 되었다. 

기존 랑제어메커니즘  다수는 부유식방 제

의 입사면에서 랑의 반사를 유도하여 입사 랑을 차

단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입사 랑을 흘수심단면  

내로 흡수하여 와류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랑에

지가 소산되는 효과를 기 하 다. 그 결과, 유공율 30, 

35%에서 입사면만 유공 (perforated type)인 부유식방

제의 최 장력이 무공형 부유식방 제보다 낮

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더불어, 랑에 지 달계수 역

시 낮게 분석이 되었다. 한, tension-leg형 계류시스템

의 경우 입사면과 달면이 모두 유공 (perforated both 

side)인 부유식방 제에서 비교  고가 높은 

h=0.08m, T=0.986sec의  조건에서 랑에 지 감효



과  최 장력이 낮게 발생하는 효율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a) Maximum absolute tension on the changes of 

porosity (h=0.05m, T=1.846sec)

(b) Maximum absolute tension on the changes of 

porosity (h=0.08m, T=0.986sec)

Fig. 4. Maximum absolute thension on the changes 

of porosity 

4. 결 론
랑의 주기가 긴 (T=1.846sec)경우 입사면만 유공형

태 (perforated type)인 부유식방 의 랑제어성능이 

무공형 부유식방 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랑

의 고가 큰 (h=0.08m) 경우, 입사면과 달면이 모두 

유공 (perforated both side)인 tension-leg형 부유식방

제에서 높은 랑에 지 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상 으로 입사면만 유공인 부유식방 제의 경우 

긴 주기성에 랑에 지 감효과가 있었으며, 입사면

과 달면이 모두 유공인 부유식방 제의 경우 높은 

고에 한 랑에 지 감효과가 탁월하 다.

최 장력은  구간 역 에서 입사면과 달

면이 모두 유공 (perforated both side)인 부유식방 제

에서 최 장력이 낮게 측정 되었으며, tension-leg

형 계류시스템의 경우 입사면과 달면이 모두 유공 

(perforated both side)인 부유식방 제에서 비교  

고가 높은 h=0.08m, T=0.986sec의  조건에서 랑에

지 감효과  최 장력이 낮게 발생하는 효율성

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추후, 하부 Slit형 부식방 제에 

한 실용 인 연구가 필요하다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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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재료에 따른 잠제의 전달파고 실험

Experimental Study for Wave Transmission of Submerged Structure by 

Concrete Block

배일로1, 이종인2

IL-Ro Bae1, Jong-In Lee2

1. 서론

해안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립제, 

경사제, 혼성제 등과 같이 방파제를 건설하는 방법과 

양빈을 실시하는 방법, 그리고 잠제(인공리프)를 건설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방파제를 건설하는 경우 구조물

이 수면 위에 건설됨으로서 자연경관을 헤칠 뿐만 아니

라 원활한 해수 순환에 부적합하다는 등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잠제(인공리프)는 구조물 상부가 수면아래 건

설됨으로서 소파기능을 통하여 해안을 보호할 뿐만 아

니라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을 비롯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실

험적 연구가 수행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잠제(인공리프)에 대한 설계 자료가 상대적으로 미흡

하여 일본의 일본해안협회에서 발간한 “인공리프 설계 

가이드북”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 설계지침에 의하면 Fig. 1과 같은 단면을 대상

으로 무차원변수를 이용하여 파고전달율을 추정하도

록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d0는 구조물 설치수심, Rc

는 구조물 상단여유고, B는 구조물 상단폭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조물 사면경사는 파고전

달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

며, 파고전달률 Kt는 무차원변수인 상대여유고(Rc/H), 

상대 구조물 폭(B/L), 파형경사(H/L) 등에 의해 산정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d0

RC

Bslope
Concrete Block

rubble mound

0

incident wave

x

z

Fig. 1. Model setup of submerged structure

본 연구는 잠제(수중구조물) 설계지침개발 과제의 

진행단계에서 도출된 일부 결과로서, 본 논문에서는 콘

크리트 블록으로 피복된 불투과성 구조물과 TTP만으

로 피복된 투과성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이 유사한 경

우의 수리실험결과를 비교하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는 2차원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추후 3차원 실험을 통하

여 결과가 어느 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 실험시설 및 장비

본 실험에 사용된 단면수로의 제원은 폭 1.0m, 높이 

1.3m, 길이 50.0m이며, 전기서보피스톤식 조파기가 설

치되어 있고, 규칙파 및 불규칙파를 조파할 수 있다

(Fig. 2). 본 수로는 조파판 전면에 부착된 파고계에서 

독취된 자료를 바탕으로 반사파 흡수식 제어가 가능하

다. 단면 수리실험에 사용된 조파기는 스펙트럼 함수에 

의한 불규칙파와 각각의 성분파에 대해 임의의 스펙트

럼 값을 입력하여 동시에 32채널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수로내에 제체를 설치할 경우, 월파 및 투과파 등

의 의해 제체 전·후 수면의 차이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위차이는 수로 양 끝단으로 연결

된 파이프를 통하여 제체 전·후면의 수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수로 양 끝부분에는 소파장치가 설치되어져 

있다. 발생가능한 최대파고는 0.75m, 주기는 0.5sec~ 

8.0sec이다.

3. 실험조건

본 실험에서는  콘크리트블록으로 피복된 잠제(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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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ave flume

3)와 TTP만으로 피복된 잠제(Fig. 4)를 대상으로 수중

구조물의 폭, 설치수심, 구조물 상단수심 및 입사파 조

건에 따른 잠제의 소파성능을 검토하였다.  잠제의 사

면경사는 양측 모두 1:1.5이며, 구조물 전면의 해저경사

는 1:30이다. 실험에 사용된 입사파는 구조물 전면에서 

쇄파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며, 입사파의 유의주기

(T1/3)는 T1/3=1.0sec~3.0sec (ΔT1/3=0.2sec), 유의파고

(H1/3)는 H1/3=0.02m~0.22m (ΔH1/3=0.02m) 범위에서 

각각의 제체전면 수심별로 쇄파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

까지의 파랑을 적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입사파 

제원 및 수중구조물 제원에 대해 정리한 것이 Table 1

이다. 

실험시 조파시간은 300sec이며, 결과분석은 후반부 

약 205sec 동안의 자유수면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분

석시 주된 관점은 수중구조물의 기하학적 제원에 따른 

에너지감쇠로서, 잠제 후면의 전달파고를 위주로 검토

하였다. 2차원 실험이라는 특성상 실제와는 다르게 구

조물 후면에서 수위상승이 과도하게 발생되게 된다. 

즉, 3차원 실험에서와는 달리 2차원 실험에서는 수위상

승이 과도하게 분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달파고 산정시 실험특성으로 인한 수위

상승량을 제외하고 전달파고를 산정한 후, 파고전달율

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자료는 추후 평면수조에서 

수행되는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보완 수정될 예정이다. 

4.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잠제의 구성재료에 따른 에너지감쇠

를 검토하기 위해 구조물 전면수심, 구조물 상단수심 

및 구조물 상단폭을 변경시켜 쇄파에 의한 내습파의 감

쇠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된 파고전

달율 Kt=f(Rc/H1/3, B/L1/3, H1/3/L1/3)의 함수로 제시되

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무차원변수로 분석을 수

행하였고, 상대 상단수심(Rc/d0)에 따라서도 파고전달

율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수행된 

실험조건은 다양하며, 많은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불투과성 구조물과 투과성 구조물의 실험

결과 중 상대 상단수심이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 결과를 

수록하였다.

Fig. 5와 Fig. 6은 상대 상단수심 Rc/d0=0.1인 조건에

서 상대 여유고 Rc/H1/3에 따른 파고전달율 분석결과

를 불투과성 구조물과 투과성 구조물에 대해 각각 도시

한 것이다. Fig. 5과 Fig. 6 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경우 모

두 파형경사(H1/3/L1/3)가 클수록 파고전달율은 크게 

나타났으며, B/L1/3의 값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파고전

달율은 감소하였다. 

또한 Rc/d0와 Rc/Hs가 같은 경우, 불투과성 구조물

보다 투과성 구조물에서의 파고전달율이 더 많이 감소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투과성 구조물의 재료특성상 

공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단폭 B가 작은 경우에는 투

과성 구조물에서 파고전달율이 크게 산정되었으나, 상

단폭 B가 증가함에 따라 불투과성 구조물에서의 파고

전달율보다 투과성 구조물에서의 파고전달율이 더 작

게 산정되었다.

5. 요약

본 논문에서는 불투과성 잠제와 투과성 잠제에 의한 

파고전달율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상대

여유고 조건에서 상대 수심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실험에서는 투과성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

료의 특성에 따른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보다 자세한 실험결과는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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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nsmission coefficients of permeable submerged structure for Rc/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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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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풍시 발생하는 연안침식은 그 규모와 

지속성으로 인해 영구적인 침식을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전에 태풍의 이동경로 및 영향을 받을 지역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태풍이 해안선에 

인접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으로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수리모형 

실험에 의한 연구는 태풍시의 상황을 완전히 

재현할 수 없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및 

연구성과도 실제의 태풍 상황과 비교하여 다소 

부족하다. 

태풍시 부유사의 거동은 대상지역의 침식 특성 

및 sand budget 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태풍시 

현장관측의 어려움 및 모형실험의 제약으로 인해 

관련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수리모형 

실험과 현장 관측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연구를 수행하고자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수치모델 연구는 우선 크기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폭풍해일을 재현하기 위해 해수순환 

모델인 ADCIRC 모델과 태풍의 바람장을 

재현하는 PBL 모델을 coupling 을 하였다. 

ADCIRC-PBL 폭풍해일 모델에 부유사 운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ADTRANS 모델을 coupling 

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폭풍시 

발생하는 부유사의 운동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개발된 새로운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실험결과와 비교를 통해 수치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비교 검증을 위한 부유사의 

현장 관측 결과를 확보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수치모델의 개발 및 수행 가능성만을 

검토하였다. 

2. 수치모델 

2.1 폭풍해일 

태풍에 의해 발생하는 폭풍해일 (storm 

sure)의 재현을 위해 해수모델인 Advanced 

CIRCulation (ADCIRC)을 사용하였으며, 

바람장의 시뮬레이션인 Planetary Boundary 

Layer (PBL) 모델을 ADCIRC 와 coupling 하여 

수행하였다. ADCIRC 는 미육군 공병단 (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주도로 개발된 

해수운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모델로 조위 해석, 

폭풍해일, 해수확산 등의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Luettich et al., 1992; Westerink et al., 1992; 

Blain et al. 1998; Luettich and Westerink, 

2004). ADCIRC 는 governing equation 을 

Finite Element Method 에 의해 해석하는 반면에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Finite Volume Coastal 

Ocean Model (FVCOM)의 경우 Finite Volume 

Method 에 근거를 하고 있다 (Chen et al.).  

Park and Suh (2012)는 ADCIRC 모델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폭풍해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Dean et al. (2004)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폭풍해일이 수심에 영향을 

받는 특성은 이미 물리적으로 증명되어 왔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서해와 같이 

수심이 얕고, 조위가 아주 심한 (9 m 이상)인 

지역에서는 수심 효과와 같은 특성으로 조위가 큰 

수록 태풍으로 인한 폭풍해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ea 

Level Rise (SLR)에 의한 폭풍해일은 감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주변 해역의 연간 SLR 

증가치인 0.28 cm/yr 변화율 (Youn et al., 

2004)은 폭풍해일의 감소에 영향이 없다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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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IRC 모델의 governing equation 은 식  

(1)-(3)과 같으며, 여기서 U, V 는 수심평균 

수평방향 유속, ζ는 자유수면의 높이, h 는 수심 

ps 는 대기압, ρ0 는 물의 단위 밀도, g 

중력가속도, α 는 the effective Earth elasticity 

factor, η 는 the Newtonian equilibrium tide 

potential, τs 는 the applied free surface 

stress (e.g., wind stress), τb 는 the bottom 

stress, Mx 와 My 는 vertically-integrated 

lateral stress gradients, Dx 와 Dy 는 

momentum diffusion/dispersion terms,  Bx 와 

By 는 baroclinic pressure gradient terms in the 

x and y directions 이다.  

PBL 모델의 governing equation 은 식 (4)와 

(5)로 구성되며, 여기서 Vw 태풍중심부에 대한 

태풍의 풍속, f 는 지구전향력, K 는 연직방향의 

단위벡터, Vg 는 effective geostrophic flow 

relative to the low center, ρ 는 평균 공기밀도, 

pc 는 태풍의 기압분포, KH 는 horizontal eddy 

viscosity coefficient, CD 는 항력계수, hb 는 

PBL 의 높이, Vc 는 velocity of the moving 

reference system relative to the fixed earth, 

p0 는 태풍중심부의 기압, Rp 는 scale radius, 

r 는 태풍중심으로부터 반경, B 는 Holland’s 

pressure profile parameter 이다.  

 

2.2 부유사 확산 

부유사 확산을 모의하기 위해 heat transfer 

equation 을 기반으로 개발된 ADTRANS 모델 

(Scheffner, 1999)을 앞에서 개발된 ADCIRC-

PBL 모델과 결합을 하였다. ADTRANS 의 

governing equation 은 식 (6)과 같으며, 여기서 

C 는 부유사의 농도, D 는 diffusion, S 는 침식과 

퇴적에 관련된 변수이다. S 는 source 와 sink 에 

관련된 변수로 일반적으로 source 는 침식, 

sink 는 퇴적을 나타내며, 본 연구는 침식과 

퇴적을 제외한 부유사의 운동에만 국한되어 S 는 

시뮬레이션에 포함하지 않았다. 

PBL 모델의 식 (4)와 (5)로부터 계산된 wind 

field 는 ADCIRC 의 식 (1)-(3)에 적용되어, 

새롭게 수평방향 유속과 자유수면을 계산하며, 

최종적으로 ADTRANS 의 식 (6)에서 계산된 

자유수면을 근거로 부유사의 운동을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 모델의 결합에서는 태풍시의 유속과 

자유수면이 매운 큰 변화와 크기를 가지게 되어, 

ADTRANS 내부 계산에 필요한 stability 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결 론 

폭풍해일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ADCIRC-

PBL 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어 

그 성능이 이미 검증되어 있어, 대한민국에서 

조석 변화가 큰 서해에도 매우 높은 정도를 가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위 결과를 

토대로 적용된 ADTRANS 의 결합은 수치계산시 

안정화 (stability)가 더욱 요구되어 현재로서는 

제한된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ADCIRC 는 long wave equation 을 근거로 

조위를 forcing term 으로 사용하고 있어, 조석의 

변화가 매우 작은 동해안에는 유리하지 않으나, 

조석 활동이 활발한 서해안의 경우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변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세립인 점토를 포함하고 있어, 사질토를 기반으로 

한 본 모델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부유사의 

운동은 농도에도 큰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은 침식과 퇴적과 관련된 

source 와 sink 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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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해일-해  결합 모형을 이용한 태풍 볼라벤 시뮬 이션

Simulation of Typhoon Bolaven Using Integrally Coupled Tide-surge-wave 

Models based on Unstructured Grid System

김경옥1, 육진희2, 정경태3, 최병호4

Kyeong Ok Kim1, Jin Hee Yuk2, Kyung Tae Jung3 and Byung Ho Choi4

1. Introduction

The recent introduction of unstructured wave models has 

made nesting unnecessary and the coupled system can run 

on the same unstructured mesh. This identical and 

homogeneous mesh allows the physics of wave-circulation 

interactions to be correctly resolved in both models. The 

unstructured mesh can be applied to a large domain 

allowing all energy from deep to shallow waters to be 

seamlessly followed. There is no nesting or overlapping of 

structured wave meshes, and no interpolation is required. 

The waves and storm surge were allowed to develop on the 

continental shelf and interact with the complex nearshore 

environment. The integrally coupled wave-tide-surge 

modes are developed based on the hydrodynamic and 

spectral wave models, ADCIRC-SWAN and 

SELFE-WWMII. This study simulates the typhoon 

Bolaven which hit the Korean Peninsula in 2012 and cause 

the serious damage of 19 victims using two modeling 

systems. The mode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observations and the model performance is evaluated. The 

resulting modeling system can be used extensively for 

prediction of the typhoon surge and usual barotropic 

forecast. The result show that it is important to incorporate 

the wave-current interaction effect into coastal area in the 

wave-tide-surge coupled model. At the same time, it should 

consider effects of depth-induced wave breaking, wind 

field, currents and sea surface elevation in prediction of 

waves. Especially, we found that the wind wave 

significantly enhances the current and surge elevation. The 

resulting modeling system can be used for hindcasting 

(prediction) and forecasting the wave-tide-surge coupled 

environments at complex coastline, shallow water and fine 

sediment area like around Korean Peninsula. 

2. Tide-Surge-Wave Coupled Model

2.1 ADCIRC-UnSWAN

The ADvanced CIRCulation (ADCIRC) model is a 

finite-element hydrodynamic model based on the 

generalized wave continuity equation (GWCE) to render a 

smooth, noise-free, dampened solution. ADCIRC was 

developted to properly resolve the complex coastline and 

bathymetry of shallow water that results from artificial 

structures. ADCIRC was able to attain some success on 

large scale tide, storm surge, and inundation simulation 

(Blain et al., 1994; Westerink et al., 1994).

SWAN (Simulating WAves Nearshore) predicts the 

evolution in geographical space and time of the wave 

action density spectrum as governed by the action balance 

equation (Booij et al. 1999). The associated SWAN 

parameterizations are given by Booij et al. (1999), with all 

subsequent modifications as present in version 40.72, 

including the phase-decoupled refraction-diffraction 

(Holthuijsen et al. 2003), although diffraction is not 

enabled in the present simulations. The unstructured-mesh 

version of SWAN implements an analog to the 

four-direction Gauss-Seidel iteration technique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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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tructured version, and it maintains SWAN's 

unconditional stability (Zijlema 2010). SWAN computes 

the wave action density spectrum at the vertices of an 

unstructured triangular mesh, and it orders the mesh 

vertices so it can sweep through them and update the action 

density using information from neighboring vertices.

The coupled SWAN+ADCIRC model is highly scalable 

and integrates seamlessly the physics and numerics from 

deep ocean to shelf to floodplain. Waves, water levels and 

currents are allowed to interact in complex problems and in 

a way that is accurate and efficient to thousands of 

computational cores (Fig. 1). SWAN+ADCIRC is 

well-suited for the simulation of hurricane waves and 

surge. (Dietrich, 2010)

Fig. 1. Internal communication structure of 

ADCIRC-SWAN couple model (Dietrich,

J.C., 2010)

2.2 SELFE-WWMII

SELFE (A Semi-implicit Eulerian-Lagrangian Finite- 

Element; Zhang and Baptista, 2008) is an open-source 

community-supported modelling system, based on 

unstructured grids, designed for the effective simulation of 

3D baroclinic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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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s for 

physical formulation of SELFE are described in Zhang and 

Baptista (1999). 

A new generation of wind wave model (WWM) solves 

the Wave Action Equation on spatially unstructured grids 

(Hsu et al., 2005; Roland, 2009). This unstructured 

wind-wave model allows direct coupling with the 

circulation model. At first,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has been implemented into the WWM. However 

this scheme is non-monotone and result in oscillations 

when strong gradients in the solution are present. In order 

to remedy this behavior, alternative numerical schemes 

have been implemented into the WWMII. Since the 

WWMII employs a Residual Distribution method for the 

discretization of the model area (unstructured mesh), 

resolution can be enhanced near-shore and relaxed in deep 

water, allowing the model to simulate the wave evolution 

efficiently (Roland et al., 2012).

Teng (2012) introduced a new community-driven, 

parallel, and innovative numerical framework that can be 

utilized to study the wave-current interaction processes 

based on unstructured meshes in geographical space. The 

wind wave model WWMII was coupled to the ocean 

circulation model SELFE, accounting for the wave-induced 

momentum flux from waves to currents, based on the radiation 

stress formulations, the wave boundary layer, surface mixing 

and the current-induced Doppler shift for waves. 

3. Typhoon Bolaven Simulation

Typhoon Bolaven was regarded as the most powerful 

storm to strike the Korean Peninsula in nearly a decade 

with wind gusts measured up to 50 m/s. Fig. 2 show the 

typhoon track of Bolaven and similar typhoon tracks.

Although Bolaven struck the Ryukyu Islands as a 

powerful typhoon, damage was less than expected in Japan. 

In South Korea, 19 people were killed by the storm. Many 

buildings were damaged and approximately 1.9 million 

homes were left without power. Losses in the country 

reached 420 billion won, the majority of which was due to 

destroyed apple orchards. Significant damage also took 

place in North Korea where at least 59 people were killed 

and 50 others were reported missing. Additionally, 6,700 

homes were destroyed.

Fig. 2 shows the computed results of water elevation 

using the coupling and single hydrodynamic models in 

Seoguipo, Jeju and Goheung using the wind and pressure 

input data calculated by KMA UM model.

Fig. 3 shows the maximum distributions the significant 

wave heights computed by SWAN (only), ADCIRC-SWAN 

and SELFE-WWMII during the typhoon event, and the 

mean wave periods in Fig. 4. The significant wave height of 



Fig. 2. Observed and computed water elevation in Seoguipo, Jeju and Goheung

Fig. 3. Maximum the significant wave height computed by SWAN, ADCIRC-SWAN and

           SELFE-WWMII during the typhoon event.

Fig. 4. Maximum the mean wave period computed by 3 cases during the typhoon event.

SWAN was reduced after coupling with hydrodynamic 

model, SELFE. However the coupling results of 

SELFE-WWMII are shown the simular results with the 

SWAN only case. In case of wave period, the results of 

SWAN and WWMII showed the significantly difference. 

The longer wave periods are computed in WWMII run. 



Fig. 5. Observed and computed significant wave height 

and mean wave period in Ieodo station.

 

Fig. 6. Observed and computed significant wave 

height and mean wave period in Haeundae.

Fig. 5 and 6 show the observed and computed significant 

wave height and mean wave period in Ieodo station and 

Haeundae. The wave heights in both models are shown 

simular with observation but the wave period of WWMII 

show good results. There are also the issues on the wave 

period of SWAN model. The maximum wave heights in 

Ieodo station was not reached on the observation. The 

atmospheric data seens to be less because Ieodo station is 

located in the open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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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 Surge and Wave Simulation due to the Typhoon Vera (5915) Using 

Integrally Coupled Tide-surge-wave Model

조석-해일-해  결합 모형을 이용한 태풍 베라(5915) 시뮬 이션

Byung Ho Choi1, Jin-Hee Yuk2 and Kyeong Ok Kim3

최병호1, 육진희2, 김경옥3

1. INTRODUCTION

The typhoon Vera (5915) is the strongest 

typhoon among the typhoons which struck Japan 

and caused the incalculable damage to Japan. JMA 

(Japan Meteorological Agency) gives the typhoon 

which damages very severly a new name. The 

typhoon Vera led the flooding of Ise Bay, which 

severly hurt the Nagoya city and the neighborhood 

areas. Therefore, the typhoon Isewan ('Wan' means 

bay in Japanese) was given to typhoon Vera 

(5915). The typhoon Vera hit the central Japan 

including Nagoya city which is the largest city in 

the central region and caused record damage to the 

region due to high tides and floods. The region was 

severly damaged and more than 5,000 lives were 

lost (JWF, 2005). In this study the integrally 

coupled wave-tide-surge model was developed, 

and then applied to the simulation of wave - 

typhoon surge for typhoon Vera (5915). The 

integrally coupled wave-tide-surge model is based 

on unstructured mesh, which does not require 

nesting or overlapping of structured wave meshes 

and interpolation. The problem of wave reflection 

in the nesting boundary for the uncompleted 

feedback to mother’s domain also was not needed 

to consider. The waves and storm surge were 

allowed to develop on the continental shelf and 

interact with the complex nearshore environment. 

The coupled system consists of unstructured-mesh 

SWAN wave and ADCIRC based on the same 

unstructured mesh. This identical and 

homogeneous mesh allows the physics of 

wave-circulation interactions to be correctly 

resolved in both models.

2. NUMERICAL MODEL

2.1 Wave Model

SWAN (Simulating WAves Nearshore) predicts 

the evolution in geographical space and time of the 

wave action density spectrum, with the relative 

frequency and the wave direction, as governed by 

the action balance equation (Booij et al., 1999). 

Many studies explain SWAN's equations in detail, 

thus the explanation for SWAN is omitted in this 

paper. The unstructured-mesh version of SWAN 

implements an analog to the four-direction Gauss–

Seidel iteration technique employed in the 

structured version, and it maintains SWAN's 

unconditional stability (Zijlema, 2010). SWAN 

computes the wave action density spectrum at the 

vertices of an unstructured triangular mesh, and it 

orders the mesh vertices so it can sweep through 

them and update the action density using 

information from neighboring vertices.

2.2 Tide and Surge Model

ADCIRC (the ADvanced CIRCulation model) is 

a continuous-Galerkin, finite-element, 

shallow-water model that solves for water levels 

and currents at a range of scales (Luettich and 

Westerink, 2004). The details of this solution have 

been published widely (http://www.nd.edu 

/~adcirc/manual.htm to see Users Manual and 

Theory Report) and will not be stated here.

2.3 Sharing Information

SWAN is driven by wind speeds, water levels 

and currents computed at the vertices by ADCI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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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winds can be input to ADCIRC in a variety 

of formats, and these winds are adjusted 

directionally to account for surface roughness 

(Bunya et al., 2010). ADCIRC interpolates 

spatially and temporally to project these winds to 

the computational vertices, and then it passes them 

to SWAN. The water levels and ambient currents 

are computed in ADCIRC before being passed to 

SWAN, where they are used to recalculate the 

water depth and all related wave processes (wave 

propagation, depth-induced breaking, etc.). The 

ADCIRC is driven partly by radiation stress 

gradients computed using SWAN information. 

These gradients, 

, waves are computed by:

,

xyxx

sx wave

SS

x y
τ

∂∂
= − −

∂ ∂ ,

,

xy yy

sy wave

S S

x y
τ

∂ ∂
= − −

∂ ∂    

where Sxx, Sxy and Syy are the wave radiation 

stresses (Longuet–Higgins and Stewart, 1964).

ADCIRC and SWAN run in series on the same 

local mesh and core. The two models “leap frog” 

through time, each being forced with information 

from the other model. Because of the sweeping 

method used by SWAN to update the wave 

information at the computational vertices, it can 

take much larger time steps than ADCIRC, which 

is diffusion- and also Courant timestep limited due 

to its semi-explicit formulation and its wetting and 

drying algorithm. For that reason, the coupling 

interval is taken to be the same as the SWAN’s 

time step. On each coupling interval, ADCIRC is 

run first, because we assume that, in the nearshore 

and the coastal floodplain, wave properties are 

more dependent on circulation. At the beginning of 

a coupling interval, ADCIRC can access the 

radiation stress gradients computed by SWAN at 

times corresponding to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previous interval. ADCIRC uses that 

information to extrapolate the gradients at all of its 

time steps in the current interval. These 

extrapolated gradients are used to force the 

ADCIRC solution as described previously. Once 

the ADCIRC stage is finished, SWAN is run for 

one time step, to bring it to the same moment in 

time as ADCIRC. SWAN can access the wind 

speeds, water levels and currents computed at the 

mesh vertices by ADCIRC, at times corresponding 

to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current interval. 

SWAN applies the mean of those values to force its 

solution on its time step. In this way, the radiation 

stress gradients used by ADCIRC are always 

extrapolated forward in time, while the wind 

speeds, water levels and currents used by SWAN 

are always averaged over each of its time steps. 

The basic structure of this coupling system 

(ADCIRC+SWAN) was developed by Dietrich et 

al. (2010). A schematic of the communication is 

shown in Fig. 1. 

Fig. 1. Schematic of parallel communication between 

models and cores. Solid lines indicate 

communication for the edge-layer-based nodes 

between sub-meshes, and are intra-model and 

inter-core (Choi et al., 2013)

Fig. 2. Track of the typhoon Vera (5915). The numbers 

in ( ): typhoon center pressure (hPa). 

3. MODEL SETUPS

The highest mesh resolution is 50 m, and model 

domain is extended to the Pacific Ocean. Grid 

Point Values (GPVs) of sea level pressure and air 

and sea surface temperature with 50 km intervals 

over the Northeast Asian seas were digitized by 

Japan Weather Association (JWA). Those values 

were interpolated to dense 1/12° grid resolution at 

one hourly intervals from six hourly dataset for the 

coupled model. The overall marine wind fields are 

computed by adopting Planetary Marine Boundary 

Layer model (Cardone, 1969) and then the typhoon 

model winds by Rankin vortex model (Fujita, 

1952) were inserted. Temporal interpolation along 

the typhoon track was also performed. Open 

boundary forcing was applied in the form of 

specifications based on NAO’s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y) tidal predictions 

(Matsumoto et al., 2000) along the model’s open 

water boundary. The sea level pressures and wind 

field, which were predicted by JWA data 



mentioned above. The SWAN time step and the 

coupling interval are 300 sec. The simulation in 

this study used the default settings, and the version 

of SWAN is 40.85. 

4. RESULTS

During the typhoon Vera (5915), the highest 

water level reports to be 3.89 m at Nagoya Port, 

however this study underestimates. It is because 

the mesh size is not small enough to resolve Ise 

Bay and the accurate water depth and topography 

of Ise Bay was not used. This integrally coupled 

model is mainly focused on neighboring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ig. 3.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 in the 
model domain (top) and Ise Bay (down)

Fig. 4. Water elevation relative to tide level at 
Nagoya tide stations 

Fig. 5. Maximum positive surge elevation in the 

model domain (top) and Ise Bay (down)

The significant wave heights and mean periods 

computed by both coupled tide-surge-wave and 

wave models were compared to understand the 

coupling effect of the tide-surge-wave modeling 

against wave model only. Generally, the significant 

wave height  estimated by the wave model only is 

somewhat higher than the coupled model. The 

significant wave height of 2 m is found after the 

typhoon passed Nagoya. Fig. 3 shows the 

distribution of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 in 

the model domain and zoomed-in area including 

Ise Bay during the typhoon Vera. The high value 

exceeding 10 m was observed in the Pacific Ocean. 

The East Sea and the Yellow and the East China 

Seas were also influenced by typhoon, and the 

value ranges 3 ~ 10 m and 1 ~ 7 m, respectively. 

The significant wave height is about 14 m in the 

entrance of Ise Bay, and rapidly decreases with 

entering the bay, then become about 2 m in the 

northern end (near Nagoya city) of the bay. Fig. 4 

shows the time series of water elevation relative to 

tide level at Nagoya tide station. Nagoya station is 

located in the northern end of Ise Bay. The surge 

elevation reached about 1.5 m at Nagoya around 

21:00 UST Sep. 26. Figs. 5-6 show the maximum 

positive and negative surge elevations, 



respectively. The positive and negative surge 

elevations range 0.4 ~ 1.5 m and -0.3~ -0.1 m in 

the Ise Bay, respectively. 

Fig. 6 Maximum negative surge elevation in the 

model domain (top) and Ise Bay (down)

5. CONCLUSIONS

The integrally coupled wave-tide-surge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same unstructured 

mesh between wave and tide-surge models. The 

estima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 and maximum 

surge due to typhoon Vera shows the impact of the 

typhoon on the Korean coasts. The future studies 

will be oriented to perform the improved 

simulation for the typhoon Vera (5915) and more 

experiments for the past events which severely 

damaged the Korean coasts using the integrally 

coupled wave-tide-sur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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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경사에 따른 직립벽의 연 특성

Experimental study for stem waves along plain wall by wave steep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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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안정하고 경제 인 항만구조물을 건설하기 해서

는 랑과 구조물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박의 형화 등으로 인해 정 수심을 확보하기

해 수심역에 항만구조물을 건설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심역에서는 건설비용의 감 

등을 하여 직립식 구조물이 선호되고 있다. 직립식 

구조물은 내습 의 분분을 반사시켜 구조물 면에 

고 랑을 발생시키게 되며, 랑이 구조물에 경사지게 

입사하게 되면 연 (stem wave)가 발생된다. 연 는 직

립구조물에 랑이 일정각도 이하로 입사되면 직립구

조물을 따라 진행하면서 고가 증폭되는 상이다. 이

러한 연 는 항내정온도 확보에 향을 미치거나 일시

인 랑 증폭으로 인해 월 가 증가하여 배후지  

항만구조물의 기능 확보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립 무공구조물과 직립 유공구조물

을 상으로 형경사를 달리한 조건에서 랑의 증폭

상에 해 실해역의 랑조건인 불규칙 를 용하

여 수리실험을 수행하 으며, 수리실험은 입사각, 입사

의 주기   고 등에 따른 제체 면의 고분포를 

계측하여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한, 직립 유공

구조물에 한 고분포는 직립 무공구조물의 실험결

과와 비교 분석하 다. 

2. 수리실험

2.1 실험시설 및 장비

본 실험에 사용된 평면수조의 제원은 길이 40m, 폭 

30m 높이 1.5m이며, 조 장치는 일방향 불규칙  조

기로서 6개의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동부에 연

결된 조  하나의 폭은 3m, 높이는 1.9m이며, 조  

체 폭은 18m이다. 조 기는 기서보피스톤식이며, 

최 수심 1.2m, 최 고 0.7m, 주기 0.5sec~5.0sec의 

를 재  할 수 있고, 규칙   일방향 불규칙 를 조

할 수 있다. 실험  설정  고계측에 사용된 고

계는 디지털 용량식 고계로서 길이가 70cm이고 측정

범 는 0~±35cm이며, 실험시 32개의 고계를 운 하

다.

본 실험은 유한한 수조 내에서 실험이 수행됨에 따라 

구조물과 수조벽면 등에서 실제 상과 다른 반사 가 

발생된다. 이러한 수조벽면 등과 같은 구조물에서 발생

된 반사 는 랑장을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한 소

시설을 배치하여 반사 를 제어하 다. 본 실험에서

는 조 기 면 수조벽면은 약 1:10의 경사로 쇄석을 피

복하 으며, 조 기 측면벽은 1:2 경사로 쇄석을 피복

하 다. 한 조 기 후면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 시

설을 설치하여 랑을 제어 하 다.

2.2 모형설치

연 의 공간 인 분포를 분석하기 하여 평면 수조

상에 Fig. 1과 같이 직립 무공구조물과 직립 유공구조물

을 설치하 다. 경사 입사 에 의 한 구조물 면에서

의 고 증폭을 고려하기 하여 연장 22m의 모형을 제

작  설치하 다. 수리실험에 용된 모형의 단면형상

은 Fig. 2  Fig. 3과 같으며, 아크릴을 이 로 가공한 

후 볼트로 조립하여 제작하 다. 직립식 구조물 높이는 

0.6m이며, 폭(B)은 상단 기 으로 1m이다. 모형설치 높

이조 (


)을 하여 약 0.05m 두께의 사석마운드 

에 직립식 구조물 설치하 다. toe 높이(


)는 마운드

에서 0.03m이며, 마운드 경사는 1:1.5로 용하 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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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식 구조물 하단의 사석마운드는 다짐을 실시하여 공

극을  최소화 하 으며, 세립의 골재를 사용하여 구조

물 면에서의 해수가 구조물 배후 측으로 투수되어 유

입되지 않도록 하 다. 실험에 용된 수심은() 0.5m

로서 정수면 으로부터 구조물 상단까지의 여유고(


)

는 0.4m이다. 유공부 체 높이는 0.29m이고, 정수면부

터 유공부 상단까지의 거리 ()는 0.13m, 정수면부터 

유공부 하단까지의 거리()는 0.16m이다. 그리고 유수

실 폭()은 0.19m이며 유수실 높이(


)는 0.02m와 

0.28m을 용하 다. 유공부 구간만을 상으로 하 을 

때 유공율은 37.5%이다. 유공벽의 두께(t)는 0.01m이고 

실험시 랑에 의해 직립구조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구

조물 내부에 쇄석을 채워 넣어 량을 확보하 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ig.  2. Model structure for plain wall

  

(a) side view

(b) front view

 (c) top view

  Fig. 3. Model structure for perforated wall

2.3 실험조건

실험 는 구조물이 설치되기 의 조건으로 설정하

으며, 이는 진행  개념으로 실험 를 설정한 것이

다.  수리실험은 비월 조건의 일정수심 상에서 수행되



었으며, 입사 는 불규칙 로서 Bretschneider-Mitsuy 

asu 주 수 스펙트럼을 용하 다. 실험에 용된 입

사  조건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구조물과 경사

입사 에 의해 발생되는 연 는 구조물을 따른 방향(x

방향)과 구조물 직각방향(y)으로 계측하 으며, 구조물

을 따른 고는 제체 면에서 0.05m 떨어진 치에서 

계측하 다. 구조물 면을 따른 고는 =0~19.2m 구

간을 ∆=0.6m 간격으로 계측하 으며, 구조물 직각방

향은 구조물 면 18m 치에서 =0~1.0m까지는 ∆

=0.1m간격, =1.0~3.0m까지는 ∆=0.2m간격, =3.0~ 

6.6m까지는 ∆=0.3m 간격으로 고를 계측하 다. 실

험시 조 시간은 300sec로서 고분석은 205sec 동안 

계측된 자료를 이용하 다.  본 실험에서 수행한 고

계측 구간  간격 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Incident wave conditions

T1/3

(sec)

L1/3

(m)

(H1/3)0

(cm)

wave 

steepness

kHO

angle

()

water

depth

(h)

1.02 1.576

0.013 0.05









0.5m

0.025 0.10

0.038 0.15

0.05 0.20

1.42 2.626

0.021 0.05

0.038 0.10

0.063 0.15

0.083 0.20

1.95 3.939

0.031 0.05

0.063 0.10

0.094 0.15

0.125 0.20

2.50 5.253

0.042 0.05

0.083 0.10

0.125 0.15

Table 2. Array of wave gage

x-dir. y-dir.

x=0m~19.2m

(∆=0.6m)

y=0.1m~1.0m

(∆=0.1m)

y=1.0m~3.0m

(∆=0.2m)

y=3.0m~6.6m

(∆=0.3m)

3. 실험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리실험의 계측자료는 Table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방 한 양이므로 그  일부 표

인 결과만을 제시하 다. Fig. 4와 Fig. 5는 입사 의 

형경사에 따른 상 고를 제체 면을 따른 방향과 

제체 직각방향으로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H1/3은 계

측된 고이다. Fig. 4는 입사각이   인 경우로서 

제체 면을 따른 상 고에서 형경사 효과는 3

장 이후부터 뚜렷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체 

직각방향은 형경사가 증가 할수록 제체 면의 상

고는 작아지고, 연 의 상  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는 입사각이 인 경우로서 2 장 

이내의 상 거리에서 상 고가 2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제체 직각방향 상 고는 입사각이 증가하게 되면 

형경사에 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6 

 Fig. 7은 입사 의 형경사에 따른 상 고를 제체 

면을 따른 방향과 제체 직각방향을 비교한 결과를 도

시한 것이다. 직립 무공구조물과 동일한 실험조건

(T1/3=1.02sec)으로 비교 분석하 다. Fig. 6을 살펴보면 

인 경우, 형경사가 따른 상 고 차이는 크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체 직각방향 상 고는 

유공부로 인한 에 지 감쇠효과로 제체 면의 상

고가 0.5 정도로 낮게 계측되었다. Fig. 7을 살펴보면 입

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반사 가 증가하여 인 경

우보다 제체 면을 따른 상 고가 0.3 정도 크게 계

측되었다. 제체 직각방향 상 고에서는 유공 구조물

의 경우도 입사각이 증가하면 상  연  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의 실험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 할 수 있었다. 형경사가 증가할수록 제체 면을 

따른 고 증폭은 감소하는 반면 연  폭은 증가하

다. 유공구조물인 경우, 형경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주기가 길수록 제체 면의 상 고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직립 유공구조물이 직립 무공구조물

에 비해 경사입사 에 의한 랑 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공부로 인한 랑의 에 지 감쇠효과

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랑 감효과로 인해 근고부의 

안정성 확보와 선박의 동요가 감될 수 있다는 에서 

직립 유공구조물이 직립무공 구조물에 비해 유리하다

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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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t 형상에 따른 유공벽의 반사특성

Wave Reflection of Partially Perforated Wall by Slit Shape

임호석1 , 김영택2, 이종인3

1. 서론

직립벽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비월파

조건에서 무공형태의 직립벽을 대상으로 규칙파, 불규

칙파, 고립파 및 크노이드파 등을 적용하여 수치해석 

및 수리실험을 통해 연파특성을 검토하였다(Liu and

Yoon, 1986; Yoon and Liu, 1989; Mase et al., 2002). 주

된 연구내용으로는 파랑과 구조물이 이루는 각에 따른 

연파특성, 파랑의 비선형에 따른 연파특성, 그리고 파

랑특성에 따른 연파의 발달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립 유공벽에 대한 소파특성 및 연파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2차원 및 3차원 수리실험을 수행

하였다. 수리실험은 비쇄파조건의 일정 수심상에서 수

행되었으며, 입사파는 일방향 불규칙파를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실험의 주된 목적은 전면벽의 유공부 형상에 

따른 차이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2. 실험영역 설정

3차원 실험에 사용된 조파기는 다방향 불규칙파 조

파기로서 규칙파, 일방향 불규칙파 및 다방향 불규칙파

의 조파가 가능한 사형(snake-type) 조파기이다. 조파

기 각 구동부에 연결된 조파판 하나의 폭은 0.5 m, 높이

는 1.1 m로서 조파기의 전체폭은 30 m이고, 조파기는 

60개의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서보피스톤식

이다. 조파기는 최대수심 0.7 m, 최대재현파고 0.3 m,

재현주기 0.5 sec～3.0 sec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실험에 사용된 평면수조는 길이 42 m, 폭 36 m, 높이 

1.05 m이다. 실험파 설정 및 파고계측에 사용된 파고계

는 용량식파고계로서 길이는 0.6 m이고, 측정범위는 

0～±30 cm이며, 실험시 16대의 파고계를 운용하였다.

연파특성에 대한 수리실험을 위해 전술한 다방향 조파

수조 내에 길이 20m의 직립 유공벽을 설치하였다. 수리

실험은 유한한 수조 내에서 수행되므로 구조물에 의한 

반사파를 적절히 소파시키지 못하면 실험결과의 신뢰

도가 저하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조파기 반대편의 

수조벽에 1:10 경사의 쇄석을 배치하여 반사파를 제어

하였으며, 조파기 후면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파시설

을 설치하여 조파기 후면에서 발생하는 파랑을 제어하

였다. 그리고 수조의 좌․우측면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파시설 및 쇄석을 설치하여 양측벽면에 의한 반사파

를 제어하였다. 그리고 유공벽의 형상 및 유공율 등에 

따른 반사계수 검토를 위해 2차원 수로를 활용하였다

(Fig. 1 참조).

3. 실험조건

2차원 및 3차원 실험에 사용된 모형의 제원을 요약한 

것이 Table 1이다. Table 1에서 hb는 바닥에서 유공부 

하단까지의 높이, hC는 유공부 상단에서 구조물 마루까

지의 높이, S는 유공부 길이, t는 전면벽이 두께, CW는 

유수실 폭, CL은 유수실의 길이이다. Table 2는 목표로 

하는 유공율을 구성하기 위한 유공부의 제원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2차원 실험에서는 3가지 

유공율을 적용하여 소파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종 slit과 

횡 slit으로 구성된 유공부의 유공율은 최대한 근사하도

록 설정하였다. 설정된 유공율 중 VP30과 HP30의 유공

율은 타 실험안에 비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3차원 실

험에서는 3가지 유공율 중 VP30과 HP30 실험안을 대

상으로 경사입사파 내습시 유공부의 형상에 따른 차이

점을 검토하였다. Table 3은 실험에 적용된 입사파 조

건을 정리한 것이다. 2차원 실험에서는 2개의 유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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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개의 수위조건에 대해 다양한 주기를 적용하여 소

파특성을 분석하였다. 2개의 파고를 적용한 것은 입사

파의 파형경사에 따른 소파특성의 차이점 검토, 2개의 

수위를 검토한 것은 유공부에 대한 정수면의 상대적 위

치에 따른 소파특성의 차이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다. 3차원 실험에서는 유의파고 조건 3개, 수위 2개, 유

의주기 4개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 적용

된 모형의 개념도를 도시한 것이다.

4. 실험결과

Fig. 3은 유공부의 상·하단고까지의 높이가 입사파고

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SU=12 cm, SL=10 cm 조건에서 

VP20과 HP20, VP30과 HP30 실험안에 대한 반사계수 

계측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유공율에 따른 반사게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VP30과 HP30의 경우가 VP20과 

HP20 실험안에 비해 약간 낮은 반사계수를 보였다. 그

리고 파형경사가 큰 경우에 소파특성이 보다 우수하였

으며, 이는 유공부에서의 에너지소모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 반사계수는 상대유수실

폭(CW/LS) 0.15 근방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4와 Fig. 5는 직립 무공구조물과 유공구조물  전

면에서의 상대파고를 입사각별로 비교 도시한 것이다.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구조물 전면의 파고가 증폭되는 

경향은 구조형식에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그 증폭되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무공구조물의 경우에는 β

=30° 조건에서 상대파고가 약 2로 나타나는 반면에 유

공구조물의 경우에는 상대파고가 약 1로 계측되었다.

그리고 β=10°조건에서는 상대파고가 약 0.5로 나타난

다. 즉, 유공구조물의 유공부에 의한 소파효과로 인해 

제체 전면의 파고가 낮게 분포한다.

Fig. 4와 Fig.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공부의 형

상(종 slit 또는 횡 slit)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사한 유공율인 경우에는 유공부의 형

상에 따른 차이는 미미함을 의미한다.

5.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직립 무공구조물과 유공구조물을 대

상으로 구조형식에 따른 소파특성을 실험적으로 검토

하였다. 유공구조물의 경우, 2차원 실험으로부터 파형

경사가 큰 경우의 에너지 감쇠가 보다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유공부의 형상에 따른 반사계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경사입사파에 대한 실험에서도 유공

부의 형상에 따른 소파효과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

았다. 따라서 유사한 유공율인 경우에 유공부의 형상에 

따른 소파효과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으로부터 많은 실험자료가 

구축되었으며, 추후 보다 자세한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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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hc S t CW CL Remarks

24.4 10.0 22.0 2.4 20.6 19.2 2D test

15.25 6.3 13.8 1.5 12.9 12.0 3D test

Table 1. Dimensions of model structures               (unit : cm)

Case

ID

vertical-type slit
porosity,

P (%)
2D test 3D test

b1 b2 b3 b4 b1 b2 b3 b4

VP20 2.3 3.8 0.8 4.6 - - - - 20.8

VP30 2.8 2.4 1.6 5.6 1.8 1.5 1.0 3.5 33.3

VP40 2.6 2.0 2.0 5.2 - - - - 41.7

Case

ID

Horizontal-type slit
porosity,

P (%)
2D test 3D test

c1 c2 c3 c4 c5 c1 c2 c3 c4 c5

HP20 2.4 4.0 1.2 4.8 14.4 - - - - - 20.5

HP30 3.2 3.0 2.0 6.4 12.8 2.0 1.88 1.3 4.0 8.0 30.3

HP40 3.4 2.0 2.8 6.8 12.4 - - - - - 41.1

Table 2. Dimensions of partially perforated wall                                                                            (unit : cm)

Significant wave period, TS (s) Significant wave height, (HS)O (cm)
Water depth,

hO (cm)
Remarks

0.8 ~ 2.6 (ΔTS = 0.2) 2.0, 4.0 74.4, 82.0 2D test

0.79, 1.11, 1.42, 1.74 1.3, 2.5, 3.8 46.5, 51.3 3D test

Table 3. Wave conditions in experiment

(a) wave flume for 2D test

  
(b) wave basin for 3D test

Fig. 1. Experimental facilities and setup

(a) side view (b) top view



(c) front view of partially perforated wall with

vertical-type slit

(d) front view of partially perforated wall with

horizontal-type slit

Fig. 2. Schematic diagram of model structure

(a) cases VP20 & HP20 (b) cases VP30 & HP30

Fig. 3. Reflection coefficients by front wall porosity of front wall for hO=74.4 cm (SU=12 cm, SL=10 cm)

(a) β=10° (b) β=30°

Fig. 4. Normalized wave height along a wall (x-dir.) by front wall shapes for CW/LS=0.133, (HS)O=2.5

cm & hO=46.5 cm (SU=7.5 cm, SL=6.25 cm)

(a) β=10° (b) β=30°

Fig. 5. Normalized wave height along a wall (x-dir.) by front wall shapes for CW/LS=0.133, (HS)O=2.5

cm & hO=46.5 cm (SU=7.5 cm, SL=6.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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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만 외곽시설은 출 빈도가 낮으나 강력한 랑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된다. 그

러나 생애주기의 부분을 설계 의 성격과는 상이한 

울의 근각도와 랑성격을 갖는 랑조건에 노출

된다. 

이처럼 항만 외곽시설 면 수역에는 부분반사로 인

해 복잡한 정상 동계가 형성되나 재 항만외곽시설

의 기부는 술한 정상 동계의 수리특성이 온 히 반

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최근 정산 동계의 경우 

면 인근의 경계층에 에 지 소산으로 인해 생성되는 이

차 순환류 [boundary layer streaming] 로 인해 배인근

에는 퇴 이 에서는 세굴이 깊게 진행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으며, 이런 류의 세굴은 랑노출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면에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and wave 마루 down-wave 쪽

에서 생성되는 vortex tube에 폭획되어 이송되는 표사

는 해  지형 변화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나 이에 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해부족에서 시작된 사석보호공의 기부침

식에 한  원인에 해 규명된 바 있으며 이를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방 제 면수역에 형성되는 정상 

랑계내의 압력이 일시 으로 면 잔류수압보다 낮아

지는 경우- 랑에 의한 액상화- 사석보호공 면의 표

사가 흡착되어 유실되며 이러한 표사의 흡착유실은 종

국에는 사석보호공의 함몰을 유발한다. 사석 방지공의 

진화과정에서 알 수 있듯 기존 세굴방지공은 외곽시설 

면수역에서의 수리특성을 이해하고 제언된 것이 아

니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태생  한계를 지닌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항 외곽시설 면수역의 수리특

성을 분석하여 면수역 세굴과 동계에 역동성에 

을 맞추어 Eco-Breaker 2를 제언하며 세굴 감효과

의 정량  평가를 해 삼차원 수치모형을 구축하 다.

2. 항만 외곽시설 전면수역 난류 유동계 
특성을 이용한 세굴방지공 -Eco-breaker 
2- 에 대한 제언

방 제 면 수역에서 형성되는 정상 동계의 강도

가 해 지형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합의

가 이루어진 듯하다. 이러한 사실에 기 해 방 제 사

면에서 진행되는 반사를 최소화 한다면 해  지형의 변

화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추론가능 하다. Nakamura등

(1999,2003,2005)은 방 제 제체 항 외측에 설치된 

curtain wall과 배후 벽 사이에 유수실을 설치하고, 그 

에 통수로를 확보한 형상의 해수 교환식 반사  감 

공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Nakamura등 (2005)은 내수 항

외흡출 생성기작에 해서 명확히 언 하지 못하 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와 김(2007)은 curtain wall 면 부

에 곡 형성 시 선행 랑에 의해 유수실 내에서 발생

하는 일 방향 와류 세기를 최 화 하면 해수 흡출 효과

가 극 화 되며 이 게 강화된 일 방향 와류는 유수실 

면 부에서 근 랑에 해 용승류로 작용함으로써 

반사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한 면수역 세굴은 동계의 역동성에 긴 히 연

계되어 있다는 그 동안 수행된 측결과에 기 하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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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ter Chamber type Breakwater with a curtain wall
          of Circular Arc by Coastal Engineering Lab., University
          of Seoul.

  

Fig 2. Schematic sketch of the Numerical Wave Flume

  

Fig. 3 Instantaneous snapshots of the velocity field and
          sediment distribution in front of the rubble mound
           wave breaker

외곽시설 면에서 진행되는 반사를 최소화하는 경우 

세굴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술한 추론에 기 하여 방 제 면 세굴을 방지하

기 해 방 제 하부에 통수로를 지니는 Eco-breaker 2

가 제언되었다. 

3. 수치모형을 이용한 Eco-breaker 2 
세굴저감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3.1 동수역학 모형과 수치해석 기법 
Eco-breaker 2 세굴 감 효과에 한 정량  분석을 

해 수치모의를 수행하 다. 동수역학모형으로는 가

장 강건한 Navier Stokes 식과 질량보존식을 사용하

다. 유체와 유체 는 유체와 물체간의 경계면 추 을 

해서는 VOF 기법이 활용되며, 유동을 포함하는 복잡

한 경계를 표 하기 하여 FAVOR 방법을 사용하 다. 

3.2 수치 모의
수치모의는 우리나라 외곽시설의 진화과정을 표

하는 사석 사식 방 제, 직립식 방 제 [curved slit 

caisson], 제체에 유수실과 하부 통수로를 장착한 

Eco-Breaker2를 상으로 수행하 다.  수치모의에

서 랑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여 방 제 양식에 따른 

면표사의 응답특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 다.  

계산 역은 비교  정교한 수치모의를 해 총 팔십

만 개의 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 으며, 하류단의 

경우 방사경계조건, 좌안과 우안, 면의 경우는 Wall 

boundary, 즉 No-Slip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랑은 

Dean과 Dalrymple (1991)의 조  이론과 사석경사식 

방 제 경사부 시 으로부터 280m(curved slit caisson, 

Eco-Breaker2 역시 이와 같다.) 이격하여 거치된 wave 

paddle을 사용하여 고 4m, 주기 5 인 규칙 를 조

하 다. 이러한 랑제원은 해  지형은 일 년에 한

두번 출 하게 마련인 이상 랑보다는 년  출 빈도

가 우월한 울에 의해 결정된다는 본고의 기 에 흐르

는 인식에 부합한다. 방 제 면 수역에는 도가 

2300kg/m3인 이십만 개의 모래를 폭 14m, 깊이 0.5m, 

길이 50m에 걸쳐 포설하여 sand pond를 설치하고 각

각의 모래입자를 추 하여 해  지형변화가 모의되도

록 하 다.   

총 모의기간은 수치모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80 로 

제한하 으나 선도 랑이 40  부근에 방 제 도달하

는 것을 고려하면 총 여덟 개 정도의 랑에 노출되어 

기 응답특성은 일정 부분 반 된 것으로 보인다.  

3.3 수치결과
3.3.1 경사식 방파제

Fig.3 에는 순차 으로 내습하는 동계와 이에 따른 

해  지형 변화를 도시하 다. 사석 경사제 면수역에 

형성되는 정상 동계와 해  지형의 응답특성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표사무리가 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offshore 방향으로 그 외연을 넓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방 제 기부에서는 방 제 사면을 따라 진행되는 처

내림으로 인해 간 으로 도약된 표사가 외해쪽으

로 진행되어 바닥이 확연히 드러났다. 여기서 한 가지 

에 띄는 상은 면에 형성되는 sand wave의 진

폭이 Eco-breaker 2의 경우보다 히 작아 보이는 

것으로 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TTP층에서 강제 소산되는 랑에 지로 반사 가 

상 으로 약해 배와 의 치는 확연하게 드러

나지 않는다.   



  

Fig. 4 Instantaneous snapshots of the velocity field and
          sediment distribution in front of the curved slit caisson

  

Fig. 5 Instantaneous snapshots of the velocity field and
          sediment distribution in front of Eco-Breaker 2

3.3.2 직립 방파제[curved slit caisson]
Fig.4 에는 순차 으로 내습하는 동계와 이에 따른 

해  지형 변화를 도시하 다. 사석 경사제 면수역에 

형성되는 정상 동계와 해  지형의 응답특성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사석 경사식 방 제의 경우에서 측된 것과 유사한 

표사무리가 생성되며, 이 표사무리는 랑에 노출되

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offshore 방향으로 그 외연을 

넓히는 듯하다. 

∙ 사석 경사식 방 제보다 상 으로 높은 반사율 

[0.7내외] 로 인해 직립 방 제[curved slit caisson] 

면수역에는 강력한 정상 동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은 확연히 드러나는 배와 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배가 형성되는 지  면에 표사가 집 되는 것

으로 측된다.    

∙ 한 강력한 정상 동계로 인해 표사의 도약높이도 

증가되는 듯 보인다. 이 게 증가된 도약 높이로 인해 

표사무리는 offshore 방향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며, 그 

두께는 외연에서 정 을 이룬다. 

3.3.3 Eco-Breaker2
사석 경사식 방 제, 직립식 방 제 [curved slit 

caisson]를 상으로 한 수치모의에서 우리는 방 제 

면 수역에서 형성되는 정상 동계의 강도가 해 지

형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결과는 해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

는 방 제 양식을 암시하는 듯하다. 즉, 방 제 면에

서 진행되는 반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 해  지형의 

변화도 최소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소 능력이 

직립제보다 우월한 사석 경사식 방 제를 상으로 한 

수치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나, 환경 인 요인과 

물량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은 사석 경사식 방 제

의 차용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직립제 면

에 유공부, 내부에 유수실을 거치하여 추가 인 소산효

과를 꾀하려는 slit caisson 등이 주류를 이루나 운 결

과 유수실에 포획된 공기 층의 압축, 이완시 방사되는 

랑으로 인해 기 만큼의 소산효과는 구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술한 Eco-breaker 2에 한 제언에 한 내

용을 다시 상기해 보면 Eco-breaker 2를 통해 유수실 내

에서 발생하는 일방향 와류 세기의 최 화를 통해 해수

흡출 효과를 극 화 하고, 강화된 일방향 와류는 유수

실 면부에서 근 랑에 해 용승류로 작용함으로서 

반사  감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술 하 다. 

Fig.5에는 순차 으로 내습하는 동계와 이에 따른 해

 지형 변화를 도시하 다. 제체에 유수실과 하부 통수로

를 장착한 Eco-Breaker2 면수역에 형성되는 정상 동계

와 해  지형의 응답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석 경사식 방 제와 직립 방 제[curved slit 

caisson]의 경우와 유사한 표사무리가 생성된다.

∙ Eco-Breaker2 내 유수실과 면수역을 넘나드는 와

에 포획된 표사무리가 이채롭다.  

∙ 약화된 정상 동계의 강도로 인해 표사무리의 두께

는 히 작아지는 듯하다. 

∙  Eco-Breaker2에 바로 인 한 면에서의 세굴방지

효과가 기 만큼 구 되지 않은 듯 보이나, 부유상태

의 표사가 하부 통수로와 면 수역에 장기 체류한다

는 면에서 Eco-Breaker2의 세굴방지효과는 간 으

로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사석보호공이 애 에 의도했던 기부보호라는 소기

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방 제 

면수역에 형성되는 정상 랑계내의 압력이 일시

으로 면 잔류수압보다 낮아지는 경우- 랑에 의한 

액상화- 사석보호공 면의 표사가 흡착되어 유실되며 

이러한 표사의 흡착유실은 종국에는 사석보호공의 함

몰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은 항 외곽시설 면수역의 수리특성에 

한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면수역의 수리특성

을 살펴보면 방 제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는 부분반

사에 의한 정상 가, 방 제와 나란한 방향으로는 진행

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 의 에서는 

랑에 지가 온 히 운동에 지로 출 되어 표사는 

쉽게 도약된다. 이 게 에서 도약된 표사는 면 

경계층에서의 boundary drift  혹은 streaming을 운송

기작으로 하여 연학공학계에 ripple로 알려진 sand 

wave가 완성된다. 이 게 형성된 sand wave는 항 외곽

시설에 내습하는 랑에 따라 계속해서 반응하므로 기

존의 단일 랑사상에 기 하여 산출된 최  세굴깊이 

혹은 평형 하상 등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면수역 세굴은 동계의 역동

성에 긴 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 외곽시설 면에서 진행되는 반사를 최소화하는 경

우 세굴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방 제 하부에 통수로를 지니는 

Eco-breaker 2가 제언되었다. 이어 제언된 Eco-breaker 

2의 세굴 감효과의 정량  평가를 해 삼차원 수치

모형을 구축하 다. 수치모의결과 약화된 정상 동계

의 강도로 인해 표사무리의 두께는 히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인 한 면에서의 세굴방지효과

가 기 만큼 구 되지 않은 듯 보이나, 부유상태의 표

사가 하부 통수로와 면 수역에 장기 체류한다는 면에

서 Eco-Breaker2의 세굴방지효과는 간 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문헌

Adrian, R. J. (2007). Hairpin vortex organization in 
wall turbulence. Phys. Fluids 19, 041301.

Sumer, B. M. and Fredsoe, J. (2005). The mechanics of 
scour in the marine environment. World Scientific.

Cater,T.G., Liu, L.-F.P. and Mei, C.C (1973) Mass 
transport by waves and offshore sand bedforms. J. 
Water ways, Harbors and Coastal Engineering, 
ASCE, vol.99, No. WW2, 165-184.

Sumer, B.M.(1986) Recent development on the 
mechanics of sediment suspension. In: Proc. 
Euromech 192: Transport of Suspended Solids in 
Open Channels, 11-15 June 1985, Neubiberg, 
Germany.A.A.Ba;le,a Publisher, The Netherlands, 

     3-13
Dean, R. and Dalrymple, R.A (1984): Water Wave 

Mechanics for Engineers and Scientists. 
Prentice-Hall, Inc, xi+353p



진하해수욕장의 랑에 의한 흐름분석

Analysis of wave induced currents in Jinha Beach

이종섭1, 권경환2, 김권수3, 장성열4

 Lee Jong-sup1, Kwon Kyong-hwan2,  Kim kwon-su3 and Jang sung-ryuel4

1. 서론

연안의 표사이동은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해 향을 받

는다. 본 연구의 상지역인 진하해수욕장이 치한 동

해안은 조석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보다 랑과 랑에 

의해 발생되는 흐름이 연안표사이동에 큰 향을 받는 

지역이다. 따라서 평상시와 폭풍시 랑에 의해 발생하

는 해빈류는 상지역의 표사이동을 해석하는 요한 

성분이다. 

본 연구는 하계에 GPS가 장착된 부이를 이용하여 

측한 연안의 흐름과  진하 해수욕장 면 해상 CW정

에서 2012년 6월 23일 동일 시 에 측한 실시간 랑

자료를 입력 조건으로 수행한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을 

비교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모델의 정확성을 단하여 

상지역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평상시와 

폭풍시의 랑 입력 조건으로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고 그 경향을 분석하 다.

랑 분석 결과 하계와 동계의 평상시와 폭풍시에 탁

월한 향을  것으로 단되는 NE와 SE계열 에 

한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해빈류 수치모

형 실험의 결과 동계에 주로 발생하는 NE 계열 랑 내

습시 진하 해수욕장 면에서는 북향류의 흐름이 주로 

나타났고, 하계에 주로 발생하는 SE 계열 랑 내습시 

진하 해수욕장 면에서는 남향류의 흐름이 주로 나타

나고 있다.  결과는 연안침식모니터링(국토해양부, 

2011)에 제시된 해수욕장 남측 해빈폭이 동계에 감소, 

하계에 증가하고, 북측지역은 하계에 감소, 동계에 증가

하는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2. 해빈류 해석 방법

2.1 파랑변형
랑변형실험은 SWAN(simulating wave nearshore)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SWAN모형은 수심변화에 따

른 천수변형, 굴 , 쇄  등의 제반 상을 고려하여 심해

로부터 천해로의 고변화를 순차 으로 계산해 나가는 

모형으로서 네덜란드 Delft 공과 학에서 개발되어졌으

며, 주어진 바람과 해 면  해류 조건으로부터 연안역, 

호수  하구의 랑을 계산한다. Fig 1~2는 해빈류 수치

모형실험의 계산 격자망과 수심도이다. 역모형의 역

은 심해설계  추산  치를 고려하여 수립하 고, 상세

역은 역의 실험결과와 격자크기를 고려하여 설정하

다.  역수심은 최신의 수치해도를 사용하 고 세역의 

수심은 2012년 7월에 실시한 수심측량자료를 바탕으로 

해 지형을 제  하 다. 세역의 계산 역은 6.8km⨯
5.1km 이며 격자는 20m 정격자 체계이다. 역 실험의 입

사경계 수심은 100m~200m에 이르고 세역 역의 수심은 

최  약 80m를 나타낸다.

2.2 파에 의한 해빈류
 에 의한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은 EFDC(Environ-

mental Fluid Dynamics Code)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다.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은 랑변형 수치모형실험의 

결과 계산된 고, 향과 주기로부터 각 격자의 

Radiation stress와 Wave Energy를 계산하 다.  랑

변형 실험의 세역과 동일한 계산 역과 격자조건에서 

랑변형 수치모형 실험 랑조건과 측한 수심조건

으로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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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id system of nested boundary.

Fig 2. Bathymetry of Jinha beach.

3. 현지조사

3.1 해빈류 조사
진하해수욕장 면 해역의 랑에 의한 흐름 분석을 

해 부이를 이용한 해빈류 측을 수행하 다. 측은 

2012년 6월 23일 10:00~17:00에 해수욕장 면 

DL(-)1.0~(-)3.0m에서 조사하 다. 부이는 바람의 향

을 최 한 게 받도록 제작하 고, 부이에 GPS를 탑재

하여 10  간격으로 치자료를 취득하여 이동속도를 

산출하 다.

측 기간 동안 해빈류는 해수욕장 남측에서 북측으

로 북서향하는 것으로 측되었으며 평균유속은 

5.0cm/s로 측되었다. 각 정 별 흐름을 살펴보면, 정

  D!에서의 흐름 방향은 해안선을 따라 북서향하는 흐

름이 측되었고, 최 유속은 9.0cm/s, 평균유속은 

5.6cm/s로 나타났다. 정  D2에서의 흐름방향은 해안선

을 따라 북서향하는 것으로 측되었고, 최 유속은 

8.0cm/s, 평균 유속은 7.4cm/s로 나타났다. 남측 해변인 

D3정 에서의 흐름 방향은 해안선을 따라 북서향하

고, 최 유속 9.0cm/s, 평균유속 3.6cm/s로 나타났다. 

정  D4에서의 부이는 해안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움직

고, 최 속도는 8.0cm/s,  평균유속은 5.0cm/s로 나

타났다. 정  D5에서 부이의 움직임은 해안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 고, 최 속도는 7.0cm/s, 평균속

도는 3.4cm/s로 나타났다.

Table 1. Wind condition and incident wave condition on 
beach current survey.

정 점

최대풍속 평균풍속 파 랑

풍속

(m/s)

풍향

(dir)

풍속

(m/s)

풍향

(dir)

유의

파고

(m)

주기

(sce)

파향

(dir)

D1 2.1 120.6 1.9 112.4 0.7 9.4 197.0

D2 3.5 173.6 3.4 168.7 0.5 8.8 61.0

D3 3.7 190.5 3.5 184.0 0.5 8.2 62.0

D4 2.8 190.2 2.5 191.0 0.7 8.6 59.0

D5 2.5 190.7 2.3 190.1 0.6 8.2 72.0

Fig 3. Survey point of beach current in Jinha beach.

3.2 파랑관측
진하해수욕장의 면해역 CW 정 에서 랑  

양상을 악하기 해 랑 측을 실시하 다. 측

치를 그림에 도시하 다. 랑 측은  CW 정 에서 

2012년 6월 22일부터 7월 30일 까지 약 39일간 조사를 

실시하 다. 랑 측은 RD instrument사 ADCP로 수

행하 고 측개요 Table 2에 제시하 다.

Table. 1은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을 수행할 시 에 

측 된 바람과 랑자료이다. Table. 2는 측기간에 걸친 

유의 고(Hs), 최 고(Hmax), Spectrum Peak 주기(Tp), 

유의  주기(Ts)와 향의 시계역 곡선을 나타낸다. 해빈

류 측시기의 랑 측 결과 유의 의 고는 (Hs)는 

0.5~0.7m 주기는 (Ts)는 8.2~9.4sec  향은 197~61°이다.



Table 2. Summary of wave observation and time series of 
Wave hight, direction and period at CW.

정점 경위도 기간 수심 사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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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빈류 수치모형실험

4.1 해빈류 관측 자료와 비교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을 검증하기 해 D2~D5지

에서 해빈류를 측한 동일 시 의 CW정 에서 측

한 랑자료로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Table. 3은 각 측 에서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의  평

균유속과 방향(x축에서 시계 반 방향)을 측한 부이

의 평균속도와 방향과 비교한 표이다. 

각 지 에서 계산된 평균 유속은 약 0.03~0.11m/s이

고, 측된 부이의 평균이동 속도는 0.03~0.07m/s이었

다. 부이의 이동 속도와 각 지 별 해빈류 계산결과는  

63%~100%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방향성 한 해빈류 

계산 결과와 측된 부이의 이동 방향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시간 랑 자료로 수

행한 수치모형실험이 타당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average flow speed and direction 
between measured and calculated results.

정 점
해빈류 관측결과 수치모형실험

부의속도
(m/s)

이동방향
(dir)

평균유속
(m/s)

방향
(dir)

D2 0.07 0.11 100.7
D3 0.03 0.03 45.0
D4 0.05 0.06 44.7
D5 0.03 0.04 45.0

4.2 폭풍시 해빈류 수치모형실험
Fig. 4는 폭풍시 랑변형 실험 결과의 고 분포도

와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 결과의 유속 벡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동계에 발생 빈도가 높은 NE 계열의 이상 랑 내습 

시 랑변형 실험 결과 진하 해수욕장 면해상에서 

100 ~ 220cm의 고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측이 

북측 보다 높은 고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해빈류 수

치모형 실험 결과 북향류의 흐름이 주로 나타나고 있

다. 

하계에 발생빈도가 높은 SE 계열의 이상 랑 내습 

시 진하해수욕장 면해상에서 110 ~ 150cm의 고분

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하해수욕장 해빈을 따라 앙

이 남쪽과 북쪽보다 높은 고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 결과 남향류의 흐름이 주로 나타

나고 있다.

Fig 4. Wave height distribution and beach current vector 
during storm condition( wave direction : NE, SE).



4.3 평상시 해빈류 수치모형실험
Fig. 5는 평상시 랑변형 실험 결과의 고 분포도

와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 결과의 유속 벡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동계에 발생 빈도가 높은 NE계열의 평상 랑 내습 

시 랑변형 실험 결과 진하 해수욕장 면해상에서 40 

~ 95cm의 고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측이 북측 

보다 높은 고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진하 해수욕장 

면에서 북향류의 흐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하계에 발생 빈도가 높은 SE계열의 평상 랑 내습 

시 랑변형 실험 결과 진하 해수욕장 면해상에서 

35~55cm의 고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하해수욕

장 해빈을 따라 앙이 남쪽과 북쪽보다 높은 고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해빈류 수치모형 실험 결과 남향류

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Fig 5. Wave height distribution and beach current vector 
during normal condition( wave direction : NE, SE).

5. 결론 및 요약

D2~D5정 에서 동일 측시 에 한 해빈류 수치

모형 실험을 수행하고 수치모형 실험 결과와 측결과

를 비교 분석 하 다. 측 결과와 계산 결과 유속은 약 

63%~100%의 정확도를 보이고 계산된 유향과 부이의 

이동 속도도 유사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치모형실험의 결과가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평상시와 폭풍시에 탁월한 향을  것으로 단되는 

NE와 SE계열 에 해 해빈류 수치모형실험을 수행

한 결과 평상시와 폭풍시 동계에 주로 발생하는 NE 계

열 랑 내습시 진하 해수욕장 면에서는 북향류의 흐

름이 주로 나타났고, 하계에 주로 발생하는 SE 계열 

랑 내습시 진하 해수욕장 면에서는 남향류의 흐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해빈류 계산 결과 진하해수욕장의 

모래 이동은 하계에 남측으로 이동하고, 동계에 북측으

로 주로 이동할 것으로 상된다.  결과는 2011년 연

안침식모니터링(국토해양부) 보고서에 제시된 해수욕

장 남측 해빈폭이 동계에 감소, 하계에 증가하고, 북측

지역은 하계에 감소, 동계에 증가하는 양상을 잘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울주군에서 실시한 “명선교 일원 모래퇴

 원인 규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

에 계자 제 에게 감사의 뜻을 합니다.

참고문헌

윤은찬(2009). STA기법과 지형변화 측모형에 의한 

낙동강 하구역 토사이동 해석, 공학박사 학 논문, 

부경 학교.

이 권(2008), 층 분된 3차원 해빈류 수치모형의 개발

과 용, 공학박사학 논문, 부경 학교.

이왕 (2001). 입자추 모형에 의한 해수교환율 산정

방법, 공학석사 학 논문, 부경 학교.

탁 호(2008). 해운  해수욕장의 계 별 표사순환 특

성, 공학박사 학 논문, 부경 학교.

국토해양부(2011). 연안침식 모니터링, 국토해양부 국

립해양조사원.

권경환(2012). 조간 가 발달한 서해 연안에서 흐름장 

해석에 한 연구, 공학석사 학 논문, 부경 학교.



Fig. 1 Extracted coastline in 1970(Left) and 2005(Right) ( , 2006)

(2013) - CD
2013 5 23-24
pp. 1-4

Cyclic wave loading-induced dynamic behavior of beach sands

1, 2, 3, 4, 5

Sung-Woong Kim1, Gi-Chun Kang2, Woong-Ki Hwang3, Do-Sam Kim4, and Tae-Hyung Kim5

1. 

.
.

(KMI) '
' ‘ 10% 

14% 
’ ( , 2006). 

, " "
, " " .

.
,

.

,

. " " ( , 2010). 
,

.
,

.
2012 172

2012
,

53,689m2 48,327m2 (
, 2013). Fig. 1 1970 2005

.

.

,

/ / rmrlove@naver.com
/ / gichunkang@hhu.ac.kr

 / gold-a1142@nate.com
/ / kimds@hhu.ac.kr
/ / kth67399@hhu.ac.kr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

3

.

2. 
2.1 

3D-NIT(Three-Dimensional Numerical 
Irregular wave Tank) Fig. 2

,
.

.

`
Wav

edamping 
zone

`hWave 
source

Flow velocity-induced Erosion

BeachShoreface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numerical wave tank.

2012

( , 2012). Table. 1
5m, 2.23m, 7.2

3D-NIT

.

Table. 1 Wave conditions observed at Haeundae during Bolaven.

Water depth (m) (m) (sec)

   Fig. 3 Fig. 2 3D-NIT
.

30m, 50m, 
70m (Point 1, 3, 5) .

3D-NIT

( , 2011).

(1)

, ��= , ���� ��UP =
. 3D-NIT (1)

Fig. 4 .
.

.

-8
-6
-4
-2
0
2
4
6
8

0 100 200 300 400 500 600

W
av

e 
 p

re
ss

ur
e 

 (k
N

/m
2 )

Time (sec)

Point 2

-8
-6
-4
-2
0
2
4
6
8

0 100 200 300 400 500 600

W
av

e 
 p

re
ss

ur
e 

 (k
N

/m
2 )

Time (sec)

Point 1

-8
-6
-4
-2
0
2
4
6
8

0 100 200 300 400 500 600

W
av

e 
 p

re
ss

ur
e 

 (k
N

/m
2 )

Time (sec)

Point 3

3

5

Fig. 3 Representative wave pressure acting on the beach sand.

-3

-2

-1

0

1

2

3

-3

-2

-1

0

1

2

3

0 100 200 300 400 500 600
Sh

ea
r s

tre
ss

 (k
N

/m
2 )

Ve
lo

ci
ty

 (m
/s

ec
)

Time (sec)

Velocity
Velocity-induced shear stress(a) Point 1

-3

-2

-1

0

1

2

3

-3

-2

-1

0

1

2

3

0 100 200 300 400 500 600

Sh
ea

r s
tre

ss
 (k

N
/m

2 )

Ve
lo

ci
ty

 (m
/s

ec
)

Time (sec)

Velocity
Velocity-induced shear stress

(b) Point 3

-3

-2

-1

0

1

2

3

-3

-2

-1

0

1

2

3

0 100 200 300 400 500 600

Sh
ea

r s
tre

ss
 (k

N
/m

2 )

Ve
lo

ci
ty

 (m
/s

ec
)

Time (sec)

Velocity
Velocity-induced shear stress

(c) Point 5

Fig. 4 Relationship between velocity and velocity-induced 
shear stress.



2.2 
   

, -

(Iai et al.,1992) .

-
.

(+)
(liquefaction front)

(Iai et al.,1992).
Fig. 3 3D-NIT

A-A’
. Fig. 5(b) 600

10
.

·
.

.

Sea

Sand

A
A'

Sea

Sea

Sand

(b)

(a)

Fig. 5 Deformation of beach sand due to wave 
pressure and velocity-induced shear stress; (a) 

before, and (b) after.

3. 
Fig. 6 Point 3 .

(a) , (b) x , (c) y
. 7

.

.
Fig. 7

.
(��') (�u) (�u/��')
. 1

. Point
1 0.1

Point 5 50
1 .

.

-8
-6
-4
-2
0
2
4
6
8

0 100 200 300 400 500 600

W
av

e 
 p

re
ss

ur
e 

(k
N

/m
2 )

Time (sec)

Wave pressure

(a)

-0.001

0

0.001

0 100 200 300 400 500 600
A

cc
el

er
at

io
n

(m
/s

ec
2 )

Time (sec)

Acceleration_x directions

(b)

-0.001

0

0.001

0 100 200 300 400 500 600

A
cc

el
er

at
io

n
(m

/s
ec

2 )

Time (sec)

Acceleration_y directions

(c)

Fig. 6 Response acceleration on Point 3 during applying wave 
pressure and shear stress. 

0

0.2

0.4

0.6

0.8

1

0 100 200 300 400 500 600

Ex
ce

ss
 P

or
e 

w
at

er
 p

re
ss

ur
e 

ra
tio

Time (sec)

Point 1 Point 2

0

0.2

0.4

0.6

0.8

1

0 100 200 300 400 500 600

Ex
ce

ss
 P

or
e 

w
at

er
 p

re
ss

ur
e 

ra
tio

Time (sec) Point 3 Point 4

(b)

0

0.2

0.4

0.6

0.8

1

0 100 200 300 400 500 600

Ex
ce

ss
 P

or
e 

w
at

er
 p

re
ss

ur
e 

ra
tio

Time (sec) Point 5 Point 6

(c)

(a)

Fig. 7 Excess pore water pressure ratio in Points 1 to 6. 



Fig. 8 600
.

.

. ,
·

.

Fig. 8  Distribution of excess pore water pressure ratio.

Fig. 9
Points 3 4 p', q'

.

Mohr-Coulomb .
Point 3

0 ,
. Point 4 Point 

3 .

.

,
.

0

2

4

6

0 2 4 6 8 10

q'

p'

Point 3 Point 4

Fig. 9 Effective stress path in Points 3 and 4.

4. 
3D-NIT

.
.

1. 

.
2. 100

1 ,
400 1 .

·

.

2012 ( )
(No. 

2012R1A1A2006169). 2013 KMU-KIOST 
.

(2011). , , pp. 88 91.
(2012). (http://www.khoa.go. 

kr/koofs/).
(2013). , 2

, , p.2.
, (2006). 

, 9(1), pp. 
101 115.

(2006). 
, pp. 68 69.

(2010). 
, , pp. 3 4.

Iai, S., Matsunaga, Y. and Kameoka, T. (1992). Strain 
space plasticity model for cyclic mobility, Soils and 
Foundations, Japanese Society of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32(2), pp. 1 15.



고주  이더 표층 유속을 이용한 수색구조 모델링

SAR Prediction using HF radar surface 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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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운용해양시스템의 측 바람장과 표층 유속장을 이

용한 수색구조(search and rescue: SAR) 측시스템이 

개발되어 표류 부표체 장 실험을 토 로 그 성능이 

검증된 바 있다 (Cho et al., 2012). Ullman et al. (2006)

은 수색구조 모델링에서 요한 부분 의 한 가지가 

측되는 수색 역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올바르

게 다루는 것이며, 최 의 수색 역을 측하기 해

서는 표층 유속의 불확실성에 한 척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한 수색구조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 고주  (high-frequency: HF) 이더를 통한  표

층 유속 측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HF 이더 자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양에 용되고 있다: 해양 순환 모델로의 자료동화 

(Barth et al., 2008; Barth et al., 2010; Gopalakrishnan 

and Blumberg, 2012), 표층 유속장 추정을 한 최 화 

(Harlan et al., 2011; Abascal et al., 2012), 표류체를 통

해 추정된 유속장과의 비교 연구 (Ohlmann et al., 

2007), 그리고 HF 이더 표층 유속장을 이용한 표층 

바람 검정 (Barth et al., 2011).  HF 이더에서 표층 유

속장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한 연구도 수행된 

바가 있다 (Kim et al., 2007). 최 내삽(optimal 

interpolation: OI)을 이용한 표층 유속장의 작성은 다

른 기존의 방법보다 안정 이고 해양에서의 물리  

상과 유속에 한 불확실성을 잘 추정할 수 있다 (Kim 

et al., 2008). 

 최근 우리나라 주변 연안 해역에서는 25개의 HF 

이더 측 시스템이 5개의 기 으로부터 운용되고 있

으며 (You et al., 2012), HF 이더 표층 유속 자료를 이

용하여 새만  간척 지역에서의 표층 해류에 한 연구

가 발표된 바 있다 (Lee et al., 2013). Lee et al. (2013)은

objective mapping method (Kim et al., 2007)을 이용하

여 HF 이더 측 자료로부터 시⋅공간 으로 연속

인 표층 유속을 추출하 다. 추출된 유속 자료는 새만

 해역에서 외력(조류, 바람, 태풍, 강유입 등)에 의한 

표층 흐름을 분석하는데 충분한 신뢰성을 가짐을 제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

는 HF 이더 표층 유속장을 이용한 수색구조 모델 결

과와 연구 역에서 수행한 표류 부표체 측 실험 결

과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수색구조 모델의 성능을 향

상시키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연구지역 및 HF radar 표층 유속 자료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실시간으로 해양 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http://info.khoa.go.kr/koofs). 해수유

동 측에 해서는 여수, 부산, 태안에서 HF 이더 시

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Fig. 1). 그  여수 해만과 태안

해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여수에서는 2012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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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study areas (left) and snapshots of HF radar surface current at (a) Yeosu and (b) Taean.

월, 태안에서는 2013년 3월의 표층 유속 측 자료를 확

보하 다 (Fig. 1).     

2.2 표류부표체 관측실험
앞서 언 한 HF radar 시스템이 운용되는 두 해역에

서 두 차례의 표류부표체 장 측 실험이 수행되었

다. 1차 측실험은 2012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여수 

해만에서, 2차 측실험은  2013년 3월 21일부터 23일

까지 태안 덕 도 남쪽 해상에서 실시되었다. 각 실험

에 사용된 표류 부표체의 기본 구조는  Fig. 2에 나타내

었다. 

여수 실험에서는 양일간 표류 부표체를 동일한 지

(Fig. 1a의 Y1)에서 만조 시간에 맞추어 투하하 다. 8

월 8일에는 부표체가 서쪽으로 진행하 고, 9일에는 수

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시계방향으로 돌아 

동쪽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었다.   

2.3 수색구조 모델과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색구조 모델은 leeway 모델 

(Breivik and Allen, 2008)로 재 미국 해양 경찰청과 

노르웨이 기상청에서 운용 이다. 몬테카를로(Monte 

Carlo) 기법을 이용한 앙상블 기반의 입자 추  모델로 

표류 부표체에 따라 바람 향계수를 달리 용할 수 

있게 하 고 운용해양 측시스템에서 생산된 측 자

료는 물론 측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수색구조 모델의 평가 방법으로는 Furnans et 

al.(2005)가 제시한 원형평가법(circle assessment 

method)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두 개의 원(목표 원

의 반경(δ)과 오차 원의 반경(ξ))을 도입하여 측 치

와 측 치의 거리 차(d)를 비교한다. 한 측 부표

의 평균 궤 이 오차 원의 반경을 처음으로 벗어날 때

까지의 시간을 수용지속시간(τa)으로 정의하여 수색구

조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모델 성능은 d가 작을수록, 

τa는 길수록 좋게 평가된다. 

3. 결과 및 토의

여수 실험에서 측된 표류 부표체의 궤 과 ADCP 

표층 유속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제공하는 측 바

람 자료를 이용하여 부표체의 바람 향계수(leeway 

coefficient)를 계산하 다 (downwind: 2.23%, 

crosswind: ±0.91%). 이 leeway 계수를 이용하여 두 가

지의 수치 실험을 수행하 다. 첫 번째는 측 바람

(WRF)과 측 유속(ROMS)을 사용한 궤  실험이고 

두 번째는 측 바람(OBS)과 HF 이더 표층 유속(HF)

을 이용한 궤  실험이다. Fig. 3은 측된 궤 들과 8월 

8일과 9일에 측된 궤 과의 비교를 나타내었다. 한 

측 궤 과 측 궤 의 평균 거리 차를 계산하 고 ξ

을 0.5 km, 1.0km, 1.5km로 달리하여 τa을 계산하 다. 

8일 실험에서는, ξ=0.5 km일 때 WRF+ROMS의 경우 τa

는  1h 미만이지만 OBS+HF의 경우 6.5h로 늘어났다.  ξ

=1.0 km와 1.5km일 때도 OBS+HF 경우가 더 좋게 평가

되었다.  9일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ξ를 달리하여  τa

을 계산하 다. ξ=0.5 km, 1.0km, 1.5km일 때 

WRF+ROMS의 경우 τa는 각각 1.5h, 2.5h, 3.0h 이지만 

OBS+HF의 경우는 각각 5h, 7h, 7h로 계산되었다.

태안 실험에서는 기본 으로 4 종류의 부표체를 동

일한 지 (Fig. 1b의 T1)에서 1 시간 간격으로 여러 차

례 반복 으로 투하하 다. 부표체들은 해수면 로의 

노출 여부와 drogue의 여부에 따라 바람과 해류의 

향을 받아 표류하 다 (Fig. 4). 향후 추가 인 수치 실

험과 자료 분석이 요구된다.

 



Fig. 2. Schematics of drifting buoys used in field 
experiments at (a) Yeosu Bay and (b) Taean.

Fig. 3. Comparison between observed track and predicted tracks for the Yeosu experiments.

4. 요약 및 향후계획

본 연구에서는 HF 이더 표층 유속장을 이용하여 

수색구조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을 두었다. 

모델 성능 평가를 해서 HF 이더 시스템 운용 해역

인 여수 해만과 태안 해역에서 표류 부표체 장 측 

실험을 실시하 고, 측된 부표체의 궤 과 측된 궤

과 비교를 통해 수용지속시간(τa)을 계산하 다. 

측 바람과 HF 이더 표층 유속을 이용한 경우 기존의 

이용해 왔던 측 바람과 측 유속을 이용할 경우 보

다 평균 으로 4시간 정도 수용시간이 더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HF 이더 표층 유속에 의한 수색구조 모델 향상도

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서는 추가 인 수치 실험이 

요구된다. 즉, WRF 측 바람과 HF 이더 표층 유속을 이

용하 을 때 수색구조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

인가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한 앞서 언 한 로 HF 이더 표층 유속의 불확실성

을 추정하여 신뢰성을 악하는 것이 실히 필요하다. OI

를 사용한 유속의 불확실성 추정과 태안 장실험 결과의 

추가 인 분석은 향후 수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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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연안에서의 이상고파랑,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 침수범람, 지진해일 등에 의한 

연안재해는 산업·경제의 발전에 따른 연안개발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증가된 연안에서의 인간 활동 

등과 맞물려 많은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

러한 연안 재해는 조석, 파랑, 해류, 기상, 지형 등의 다

양한 외적 기작 및 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연안재해 현상을 예측·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천해방정식을 이용한 

2차원 비구조 격자 해양모델과 고밀도 해상도의 기상

모델을 연계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축된 시스템

을 통해 연안 재해성 현상들의 예측·관리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시스템의 구축시 해양의 경우는 

유동, 풍파, 지하수 흐름, 입자추적, 퇴적물 이동, 해저

지형변동 등의 현상을 재현할 수 있는 비구조 격자체계

의 TELEMAC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기상의 경우는 

차세대 중규모 기상 예측 모델로 여러 국가들의 실시간 

기상 예보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WRF(Weather 

Research Forecasting)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구축된 WRF-TELEMAC 연계시스템

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변 및 연안역에서 폭풍해일, 

침수범람, 지진해일, 이상고파랑, 파랑, 연안류 등을 예

측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예는 

2012년 8월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관통한 태풍 볼라벤

(1215)으로 태풍에 의한 해양의 순압적인 반응을 검토

하였으며, 실험시 WRF  모델에 의해 계산된 바람장과 

기압장을 적용하여 조석을 고려하는 TELEMAC-2D 모

델과  TOMAWAC 모델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주변에

서의 조석, 폭풍해일, 파랑 등을 예측하였다. 계산된 결

과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자료, 기상청의 파랑관측

자료 등의 관측자료와 비교·검증하였으며, 다양한 모수

화 실험을 실시하여 태풍 통과시 조석-파랑의 상호작용

에 의한 연안 환경의 변화를 예측·모의하였다. 

2. 사용모델

2.1 WRF 모델
WRF(Weather Research Forecasting) 모델은 기상연

구와 예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차세대 중규모 

모델로 1990년대 후반부터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represented by the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 &  the Forecast Systems Laboratory (FSL)), 

the Air Force Weather Agency (AFWA), the Naval 

Research Laboratory, the University of Oklahoma,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 의해 공동 

연구·개발되고 있다(Skamarock et al., 2008).

본 실험에서 기상예측은 NCEP의 예측 및 재분석 기

상장을 이용하여 WRF-ARW(Advanced Research 

WRF)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2.2 TELEMAC 모델
TELEMAC 모델은 1990년대 후반부터 Artelia 

(formerly Sogreah, France), BundesAnstalt für 

Wasserbau (BAW, Germany), Centre d'Etudes 

Techniques Maritimes et Fluviales (CETMEF,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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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esbury Laboratory (United Kingdom), Electricité 

de France R&D (EDF, France), and HR Wallingford 

(United Kingdom) 등의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검증되

고 있는 모형으로 2010년 오픈소스 버전으로 공개된 공

개모델이다. 공개된 TELEMAC-MASCARET 시스템은 

2·3차원 유동 및 침·퇴적, 파랑 및 반사파를 고려한 항

내파랑, 입자추적, 지진해일, DELFT3D 모델의 수질 모

듈(DELWAQ)과 연계한 수질 예측 등 다양한 현상에 

적용이 가능한 모듈들을 보유하고 있다.

본 실험의 유동해석에 적용된 TELEMAC-2D 모델은 

비선형 수심적분 천해방정식을 계산하는 2차원 모형으

로  해양과 하천수리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었으며

(Asaro & Paris, 2000, Hervouet, 2000), 비선형효과를 

포함한 장파의 전파, 저면마찰, 지구자전, 기압과 바람 

등의 대기효과, 난류, 밀도, 홍수, 조간대 효과, 입자 추

적과, 라그란지안 부표추적 등을 고려 할 수 있는 모델

이다(Hervouet, 2007). 

파랑의 재현에 적용된 TELEMAC 시스템 내의 

TOMAWAC 모델은 파랑의 작용보존식(wave action 

conservation equation)을 계산하는 모델로 풍파, 백파

소산, 파랑간 비선형작용, 수심에 의한 파의 깨짐, 저면

마찰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다(Benoit et al., 1996).

또한, 비구조 격자체계를 보유한 TELEMAC-2D 모

델과 TOMAWAC 모델은 상황에 따라 단방향 결합

(1-way couple) 및 쌍방향 결합(2-way couple)을 선택

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기상-조석-파랑을 연계한 연안

환경의 재현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모델구축

3.1 WRF 모델 구축
WRF 모델은 NCEP 결과를 개방경계조건으로 활용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경 114.24°~145.76°, 북위 

18.31°~52.77°의 영역에 대해 수평 9km 간격의 

310×430개의 수평격자 및 27개층의 수직격자를 구축하

여 기상요소를 계산하였다. Fig. 1은 태풍 덴빈(1214)과 

태풍 볼라벤(1215) 발생시 WRF 모델에 의해 계산된 바

람장과 기상장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3.2 TELEMAC 모델 구축
TELEMAC-2D 및 TOMAWAC 모델은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하는 영역에 대해 WRF 모델의 영

역내에 위치하도록 설정한 비구조 격자망으로 구축하

였으며, 모델의 격자 간격은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평균 

300m의 격자간격이 유지되도록 격자를 구성하였다. 또

한 실험시 조석조건은 M2, S2, K1, O1, N2, K2, P1, Q1의 8

Fig. 1. WRF 모델에 의해 계산된 바람장 및 기압장 
결과 예

개 분조를 고려하여 조석을 모의하였다. Fig. 2와 Fig. 3

은 구성된 수심 및 격자망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Fig. 2. TELEMAC 시스템 적용 수심도(meter)

3.3 WRF-TELEMAC 연계 시스템
WRF-TELEMAC 연계시스템은 NCEP 자료를 바탕

으로 계산된 WRF 모델의 결과 표면경계조건으로 활용

하여 개방경계에서 입력되는 8개분조의 조화상수를 바



Fig. 3. TELEMAC 격자망도
탕으로 조석을 고려할 수 있게 수립된 TELEMAC-2D 

모델 및 파랑을 재현하기 위한 TOMWAC 모델과 연계

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연계 시스템의 기본 흐름도는 

Fig. 4와 같다.

Fig. 4. WRF-TELEMAC 연계 시스템 개요
구축된 WRF-TELEMAC 연계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수신된 NCEP 자료를 기초로 WRF 모형을 수행한 후 

계산된 기상자료 중 기압과 바람을 TELEMAC-2D 모

델과 TOMAWAC 모델의 표면경계에서의 입력값으로 

내삽하여 적용되게 구축되었으며, 모델의 수행시 설정

방법에 따라 TELEMAC-2D 모델의 단독실행 또는 

TOMAWAC 모델의 단독실행 및 상호간의 단방향 결

합(1-way couple) 또는 쌍방향 결합(2-way couple)을 

통한 모델의 수행을 수립·실행할 수 있다.

3.4 적용 태풍
WRF-TELEMAC 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년 8

월 발생한 태풍 볼라벤(2015) 시의 기상장과 폭풍해일 

및 태풍시의 파랑을 재현하였다. 태풍 볼라벤은 중심기

압이 910hPa에 이르는 슈퍼태풍으로 전라남도 완도군

에서 최대순간풍속이 51.8m/s의 강풍을 기록하는 등 

강풍 및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명의 사망자와 8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유발한 태풍이다. Fig. 5는 기상청의 볼라벤 이

동경로를 제시한 것이다.

     Fig. 5. 볼라벤(1215) 이동경로(KMA)

4. 결과 및 토의

TELEAMC-2D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태풍 볼라벤

(1215)시 조석+해일 결합모형의 결과와 조석 모형의 결

과의 차로 계산된 폭풍해일고의 공간분포 예를 Fig. 6에 

제시하였으며, TOMAWAC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유의파고의 공간분포 예를 Fig. 7에 제시하였다. 

수립된 WRF-TELEMAC 예측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

게 검·보정한 후 TELEMAC 시스템에 도입되어 있는 

병렬화 기법에 의한 계산 속도의 향상을 도모할 경우, 

72시간 WRF 또는 이에 준하는 예측 기상자료를 이용

하여 연안 해역에서의 지속적인 해황변동의 예측활동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조석, 파랑, 해류, 기

상, 지형 등의 다양한 외적 기작 및 그 상호작용을 동시

에 고려할 수 있으며, 비구조 격자 체계로 지형을 고해

상도로 재현할 수 있는 TELEMAC 시스템의 경우 3차

원으로의 확장 및 정밀 기상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연안



에서 발생하는 연안재해 현상을 예측·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발전 및 활용성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Fig. 6. 볼라벤(1215)시 해일고 계산 예

Fig. 7. 볼라벤(1215)시 파고 계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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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다사리 해안의 침식 조사

이재 1), 박상훈2), 장성우3), 김동수4), 김선아5), 김태림6)

 최근 서해안의 사구 해안뿐만 아니라 사구 에 조성된 방풍림 주변 해안에서의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충남 다사리 해안과 장항의 송림숲 해안에서의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신속한 처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침식의 원인에 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뚜렷한 방지책을 세우지 못하

고 있다. 침식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사구 에 조성한 방풍림으로 

인한 해빈과 사구간의 모래 이동의 단 , 둘째, 방풍림 주변해안에서 이루어진 연안 정비사업인 호안의 불연속으로 

인한 말단부 효과, 셋째,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들 수 있다.

 서해안과 같이 조차가 큰 해안에서의 퇴 물 이동과 지형 변화에 한 측과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쇄 에서의 물리 인 상이 정확히 밝 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해안에서는 이러한 쇄 가 조석에 따

라 주기 으로 왕복 운동을 함에 따라 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동해안과 같이 항상 랑에 노출되

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각한 침식과 구조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성  항공사진을 통하여 다사리 해안 지형의 장기 인 변화를 살펴보고 수치 모델을 

활용하여 조석에 따른 흐름과 랑의 향을 살펴본다. 특히 조석에 따른 쇄 의 이동과 해빈류의 변화를 수치모

델을 통하여 재 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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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 방수제 건설에 의한 수질 변화 예측

Predictions of water quality changes due to construction of dikes in 

Saemangeum reclaimed area

오찬성, 최정훈, 조영권, 박병준(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 서 론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향후 조성되

는 새만금호의 적정수질 유지 및 합리적인 수질관리 대

책 수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새만금 상류하천 및 

담수호 예정 수역의 주요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 및 유역과 수역의 기작 등을 합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질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수질관리대책의 효과

검증과 공사단계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해 수질예측모델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2010년 1월 새만금종합실천계획과 2011년 3월

에 새만금 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계획 및 방수제 축조 계획, 목표 

수질이 반영된 새만금호의 수질 변화 예측이 요구되었

으며, 이와 같이 새만금 개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반

영하기 위하여 모델의 입력자료 및 경계조건 등의 최신 

자료 업데이트를 통하여 새만금 수역에 적합한 수질예

측모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호는 내부개발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 조건의 

수질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2011년부터 새만금호 내의 

관리수위를 EL. (-)1.6 m 이하로 탄력적인 해수유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수제 공사는 2015년까지 계획되

어  방수제 공사 완료 후에는 EL. (-)1.5 m의 관리수위를 

유지할 계획이며, 새만금호의 담수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한국농어촌공사, 2012). 그러나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 중 농업용지 개발과 관련하여, 해수유통을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수유통 중인 새만금호의 수

원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염분 및 

수온 분포를 파악하고 수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수질 모

델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서와 이(2008) 

및 서 등(2010)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 전·후로 변화된 

호 내부의 흐름특성과 수질을 평가하였으며, 전 등

(2011)은 2008년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수리 및 수질 

모델을 구축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유 등

(2012)은 내부개발 공사 단계 전과 완료 후의 수질을 평

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중 방수제 축조 전·후의 수질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새만금 유역 및 수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실제 관

측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상기 자료를 이용한 유역 및 

수역 모델의 검·보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검·보정된 수

역 모델을 통하여 방수제 축조 전·후의 수질을 서로 비

교하고 분석하였다.

2. 수치 모델

EFDC 모델은 하천, 하구에 적용 가능한 3차원 범용 

수리 모델로서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에

서 개발되었다. 3차원 수리해석, 유사 수송 해석, 온·냉

수 배출 해석, TMDL 수질 해석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 또한 수리동역학적 유동, 수질 예측, 퇴적물 

거동, 독성물질 이동 등의 모의가 가능하며 이 중 퇴적

물 관련 모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진다(Hamrick, 

1992). 본 연구에서는 선형화된 행렬 방정식의 해를 구

하기 위해서 conjugate gradient method를 사용하였으

며, 운동량방정식은 외연적 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 지역

2.1 연구 지역 개요
새만금호는 행정구역상 전북 군산, 김제, 부안지역을 

포함하며 총 8개 시·군을 포함하는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다(Fig. 1). 현재 새만금 수역 내부로는 만경강과 동진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강을 통해 다량의 담수가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 각 하

천은 고산천, 익산천 등을 포함하는 만경강 수계와 정

읍, 부안 등으로 흐르는 정읍천, 고부천 등을 포함하는 

동진강 수계로 구분된다(한국농어촌공사, 2009). 새만

금호 관리수위인 EL.(-) 1.5 m를 기준으로 할 때, 노출되

는 육지 면적은 약 180 km2으로 전체면적(401 km2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내부 지형은 경사도가 1°이하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평탄한 지역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방조제로 갈수록 수심이 급격히 

증가한다(신 등, 2012).

Fig. 1. Location of study area and observation points.

2.2 지형 자료
새만금호의 지형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

단에서 2010년도의 새만금호를 대상으로 측량한 수치

지도와 내부개발 최종 단계에서 계획된 준설량을 고려

하였을 경우의 수치지도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 구

축하였다. 

2.3 삼차원 격자 구성
방수제 축조 전·후 새만금호 수역에서의 시·공간적 

수리 변화 양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각각의 격자를 구성

하였다. 방수제 축조 전의 활성화 된 격자수는 5,919개

로 종단 방향 135개, 횡단 방향 120개로 구성되었으며, 

축조 후의 격자수는 4,025개이며 종단 및 횡단 방향의 

개수는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특히 수직방향으로는 

sigma stretching 좌표계가 각각 사용되었으며, 약 0∼8 

m 간격으로 5개의 수층으로 구성하였다.

4. 수치 모델링

4.1 경계 조건
내륙의 경계 조건은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각각 새만

금호로 유입되는 지점에서의 2011년 유입량, 수온 및 

오염부하량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해양의 경계 조건은 

가력배수갑문과 신시배수갑문의 조작에 따른 수위, 염

분, 수온 및 수질자료를 입력하였다. 만경강과 동진강

의 유량과 유입수 수온 및 수질은 유역 특성 요인과 모

델 안에 설계된 세부적인 모델 구동 변수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개발된 HSPF 모델(Bicknell 등, 2011)로

부터 산정된 자료(한국농어촌공사, 2012)를 사용하였

으며, 해양의 염분, 수온 및 수질자료는 각 갑문 인근에

서 측정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기상 자

료는 2011년 군산 기상대의 기온, 해면기압, 상대습도, 

강수량, 증발산량, 일사량 및 강수량 자료(기상청, 2012)

를 이용하였다.

4.2 수치 모델 보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2011년 ‘새만금호 염분 및 상시 수질 모니터링 보고서’

를 이용하여 수질측정지점에서 실측값과 모의값을 비

교하였다. 이 때의 모델 유효화 변수(validation 

parameter)는 %difference, RMSE(Root Mean Squre 

Error) 및 AME(Absolute Mean Error)를 적용하였으

며, 수질의 실측값과 모의값을 비교하기 위한 관측위치

는 위치는 Fig. 2에 도시하였다.

Fig. 2. Model grids and calibration points.

4.2.1. 수온 및 염분 보정

만경 및 동진 수역에서의 %difference, RMSE, AME 

값이 각각 4.16 ~ 18.84, 1.89 ~ 5.57, 1.10 ~ 4.56으로 나

타났으며, 모의 효율은 ‘Fair’ 이상으로 수온예측의 신

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만경 및 동진 수

역에서의 염분 보정 결과는 유효화 변수별로 1.09 ~ 

14.04, 0.04 ~ 5.28, 0.02 ~ 3.91로 나타났으며, 수온 보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의 효율은 ‘Fair’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4.2.2. 수질 보정

2011년 새만금호내의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의 주요 

조사지점 8지점(M1, M2, M3, M4, D1, D2, D3, D4)에서

의 실측과 모의 DO, T-N, T-P 농도의 RMSE와 AME를 

각각 나타내었다(Table 1, 2).

용존산소 농도는 전반적으로 여름철에 낮고 겨울철

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유입부 지점

(M1, D1)은 실측값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산출

되었다. 이는 관리수위가 EL. (-)1.6 m로 유지되고 있어 

최상류 유역은 물의 흐름이 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wet-dry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수질에 대한 

결과가 실측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N은 유입부 지점에서 모의값이 실측값을 반영하

지 못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적절하게 모의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Temp. Salinity Temp. salinity
M1 %difference 4.16 3.36 D1 %difference 18.84 8.20

RMSE 3.97 0.04 RMSE 5.57 0.02
　 AME 2.89 0.03 　 AME 4.56 0.02
M2 %difference 4.50 7.28 D2 %difference 8.23 14.04

RMSE 4.32 3.00 RMSE 3.93 7.72
AME 2.75 2.07 AME 2.94 3.91

M3 %difference 8.82 10.73 D3 %difference 7.01 12.75
RMSE 4.32 5.28 RMSE 3.33 3.90

　 AME 2.84 3.68 　 AME 2.13 3.03
M4 %difference 4.84 5.58 D4 %difference 4.69 1.09

RMSE 2.49 3.29 RMSE 1.89 1.77
AME 1.52 2.29 AME 1.10 1.12

Table 1. Calibration results of salinity and water temperature at monitoring points.

Table 2. Calibration results of water quality at monitoring points.

DO(mg/L) M1 M2 M3 M4 D1 D2 D3 D4

RMSE 7.59 5.30 3.12 4.13 2.73 5.01 2.67 4.49

AME 6.76 4.36 1.97 2.97 2.32 4.55 2.30 3.86

T-N

RMSE 6.68 2.39 1.52 2.93 5.34 1.67 0.96 3.39

AME 5.09 1.81 1.08 1.56 3.94 1.31 0.85 2.10

T-P

RMSE 1.25 0.21 0.12 0.55 1.08 0.13 0.09 0.49

AME 0.94 0.18 0.06 0.18 0.75 0.10 0.06 0.25

만경수역에서 RMSE는 1.52∼6.68, AME는 1.08∼

5.09의 분포를 보이며, 동진수역에서는 RMSE가 0.96∼

5.34, AME는 0.85∼3.94의 분포를 보인다.

T-P 농도 분포도 T-N 농도 분포와 마찬가지로 적절

하게 모의된 것으로 판단된다. 만경수역에서 RMSE는 

0.12∼1.25, AME는 0.06∼0.94의 분포를 보이며, 동진

수역에서는 RMSE가 0.09∼1.08, AME는 0.06∼0.75의 

분포를 보인다.

5. 수치 모델링 결과

방수제 축조 전· 후 계절별 염분 변화는 방수제 축조 

유무와 상관없이 계절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만경 및 동진강

의 유입량 증가로 인하여 염분이 낮아졌다가 회복하는 

계절적 분포 현상이 잘 모사되어 나타나며, 만경강 수

역이 동진강 수역보다 낮은 염분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만경 및 동진 수역에서 수온 변화는 방수제 축조 유

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M3, D3 지점을 

제외하고 방수제 축조 전·후 비슷한 수온 분포가 나타



났다. 전반적인 수온 분포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변화

하고 있으며, 이는 수온이 강수량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강수량이 증가하는 지점에서 수온을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강수량이 감소하면 다시 회복되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새만금호 내 상류 지역으로 갈

수록(M2 → M1, D2 → D1) 수심이 얕고 유량이 적은 특

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고 유량이 많은 

하류 지점에 비해 수온 변화 폭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

났다. 

만경 및 동진 수역에서 염분 변화는 M1 및 D1에서 

연중 1 psu 이하의 염분 농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방수제 축조 전·후 염분 농도 비교 시, 만경 유

역의  M2 및 M3와 동진 유역의 D2 및 D3에서는 방수

제 축조 후 2∼5 psu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수제 축조 후 관리수위

가 EL. (-)1.60 m → EL. (-)1.50 m로 높아짐에 따라 해당 

관측지점 염분 농도 감소하게 되고, 방수제 축조 전 불

규칙한 수체의 흐름이 방수제 축조 후 정돈된 유로 단

면을 따라 일정하고 빠른 유속을 형성하여 담수의 영향

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진수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만경수역의 M3는 M2보다 방조제 축조 

후 더 많은 염분 농도 하강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M3

의 하상이 M2의 하상보다 더욱 깊고 이로 인한 수심 증

가로 염분 농도 하강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11년 현장 염분 관측결과와 수치 모델링 결과 중 풍

수기에 해당하는 7월 및 8월에 15 psu 이상의 염분 농도 

관측되고 모의(M2, M3, D2, D3)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강우 시, 간척지로부터 유입되는 용탈량이 존재하

고, 배수갑문으로부터 유입된 해수는 성층

(stratification)을 이루면서 염분쐐기(salt-wedge) 형식

으로 상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질측면에서, 만경 및 동진수역의 상류지점인 

M1, D1 지점은 내부개발이 진행될수록 DO 농도가 감

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M2, D2와 M3, D3 지

점은 방수제 축조 후 DO 농도가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속적인 해수유통으로 인한 해수의 영

향권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강우량, 배수갑문조작 현

황 및 관리 수위 등의 영향으로 계절적 변동은 나타난

다. 또한 방수제 축조 후 T-N 농도는 소폭 증가하는 것

으로 모의되었으며, T-P 농도 분포는 방수제 축조 후 소

폭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M4 및 D4 

지점에서는 방수제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수질 예측 항

목에서 비슷한 농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어, 

방수제 축조 유무로 인해 다소 수질 개선되는 지역은 

M2∼3와 D2∼3 구간 주변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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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체절초기의배수갑문개방에따른거품띠발생과대책

최정훈1 오찬성, 2 조영권, 3 공병수, 4 박병준, 5

서론1.

년 월 새만금방조제체절을 전후하여배수갑

문주변공사로인하여일시적인배수갑문운영중단으

로 인하여 년 월 가력배수갑문 내측에서 생성된

거품띠가 변산해수욕장으로 유입되어 민원이 야기되

었다 새만금방조제건설로인해환경문제는

새만금해측수질김등 새만금내부수역의수

질및오염부하량에관하여예측한연구김과김

가 있었다 대부분 거품의 발생은 조위차가 큰 남서해

안의 화력발전소에서는 해수 냉각수 방류시 배수로에

큰낙차로인하여공기가수표면으로부상하면서대량

의거품이발생되는데 발생된거품은식

물동물플랑크톤등다량의유기물질을함유하게되면

거품지속시간이길어지게되고 이러한거품은유해물

질은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유기물이 햇빛과 반

응하여거품의색깔이검정색혹은갈색으로변하게되

어심한혐오감을준다임과배
Fig. 1 Saemankeum Lake Area

거품발생제어에대한연구는대부분화력발전소인

근에국한되어있어새만금과같은다량의광범위한거

품발생 제어를 논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새만금방조제가체절된 년 월이후 년 년

에 집중 발생한 거품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년 이

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새만금연구팀 책임연구원 이학박사

2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새만금연구팀 연구원 박사수료

3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새만금연구팀 팀장 박사수료

4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새만금연구팀 주임연구원 공학석사

5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새만금연구팀 연구원 공학박사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후거품띠발생이사라진요인을분석하였으며거품띠

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학적인

대책들에대한결과와발생한거품띠를제거할수있는

대안에대한평가이다

재료 및 방법2.

거품띠 부표추적2.1

배수갑문에서 발생하는 거품의 이동경로 및 시간별

성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창 낙조 거품추적

하고 육상에서는 변산해수욕장 팔각정에서 거품발생

이동상황을파악 년 하였다

거품띠 거감을 위한 현장적용실험2.2

시기는 월 월로수온상승에따른녹 적조발

생 예상시기이고 실시방법으로 차단펜스를 설치하여

변산해수욕장방향의거품띠차단효과를조사하고 어

민선박을동원하여해수공중살포에따른거품띠소멸

효과를조사하여적정펜스길이및설치위치와적정선

박동원대수를결정하고시행시기및소요비용등을파

악하였다 기간은 차는 대조이고 차

는 중조이다

Table 1. Field expriment of Foam prevention

Division Contents (07.5.16
18)∼

(07
5.29 30)∼

w a t e r
quality
analysis

water quality analysis for
knowing to foam geneation
mechanism

○ ○

f o a m
a m o u n t
monitering

Analysis of foam generation
amount though sluice gate
operation

○ ○

foam path
monitering

Foam path monitering and
estimating suitable installation
area of foam removal facilities

○

s e a w a t e r
spray test

Analysis of foam removal
effciency though the seawater
spray

○

ab so r t i o n
paper test

Analysis of foam removal
efficiency though absortion
paper test

○

ocher/mud
spray test

Analysis of foam removal
efficiency though physical
collision (ocher/mud etc).

○

oil fence
test

Foam removal effciency
analysis using oil fense and
capture effciency

○ ○

Strain net
test

Analysis of foam though strain
net

○

s h i p p i n g
screw test

Analysis of foam removal
effiency though shipping
screw

○

연구결과3.

부표추적결과3.1
낙조시 추적결과 거품성상은 만조시점 기준

으로약 시간까지는흰색의낮은거품이발생하며멀

리뻗어가지못하고이내소멸되고 낙조시작후 시간

경과하면서부터 경 호내외 낙차가 커지면서 누

렇고 두꺼운 거품이 발생하였고 최저조위 이후 시간

가량지속적으로발생하였다 즉 낙조시작후 시간경

과시점부터창조시작후 시간사이 시간동안거품

최대발생하였다 낙조시바람이없는상태에서거품은

조류흐름과동일하게비안도와변산반도사이로변산

해수욕장을조금지난지점까지가력기준 이동

하다가갑문부근의누렇고두꺼운거품은이동도중교

란 용해되면서변산해수욕장부근에서는잔재만남은

형태를띠게되었다

창조시부표추적결과창조시조류의흐름이새만금

방조제측으로 바뀌면서갑문에서는 여전히 유출 중

방조제방향흐름과배출수흐름이중첩되면서흩어졌

던 거품이 띠형태로 재결합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 상

태에서 풍향이 변산방향으로 바뀌면서 띠형태의 거품

들이변산반도쪽으로이동하면서해안선대항리 변산

해수욕장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낙조시에는 거품이

변산해수욕장에영향을미치지않으나 창조시형성된

띠형태의거품이북 서풍에의해변산반도쪽으로이동

되는것이관측되었다

Fig. 2. Foam belt moving
1. 갑문초기개방시 발생한 거품 오렌지색영역 은 이내( )

소멸되며 비안도와 변산반도 정중앙 흐름을 보임,

간조에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누런거품 갈2. (

색영역 은 변산쪽으로 치우쳐 이동)

창조가 시작됨에 따라 낙조시 면형태로 흩어져3.

있던 거품들이 띠형태로 변형 옅은 회색점( )

4. 풍향이 변산방면북 서풍으로 바뀌면서 거품띠의 일( - )

부분이 변산해수욕장 및 대항리에 근접짙은회색점( )

북 서풍이 유지되면서 거품띠가 해안가에 도5. -

착 검은색점( )



고찰4.

거품띠 발생의 화학적 생물학적 기작4.1 ·

년 월 장마기간중 하천으로부터의 유기물 유

입이많아졌으며 장마가끝나고난후 월초순부터약

보름동안맑은날씨와강한빛조건에의해광합성작용

이매우활발하게일어났으며 호내기초생산량이매우

높아져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대량으로 늘어났으

며 마찬가지로 생활주기가 짧은 규조류 등의 죽은 생

물 부스러기양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년

월새만금방조제가막힌이후새만금호내에환경이변

화하는과정에서변화된환경에적응하지못한생물이

죽게되어분해된입자성유기물과용존유기물이배수

갑문을 통해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엉겨서 생기게 된

것으로사료된다

Fig. 3. TheMicroscopic observation of bubble shape

거품띠 발생방지 물리적 대책4.2

거품띠제거를위한물리적대책으로는첫째배수갑

문을조작하는방안과둘째거품차단의반영구적인시

설이다 배수갑문조작의장점은내외측수위차저감을

통한 와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내측

수위조절이극히제한되어있으며특히여름철강우기

에배수갑문개방에문제가있다 거품차단시설의설치

는반영구적인시설을설치하여침식방지및선박접근

차단등추가적인효과가있으나현실적으로초기시설

비가과다하고거품차단장치에따게비가붙어자체하

중의 의해 가라않는 결정적인 단점을 지닌다 선박을

이용하여선박스크류를이용한배를이용하여배의스

크류을통해거품띠를제거하는경우거품띠가깨지고

흩어지거나침강하는것이관찰되었다 따라서가력배

수갑문의해측의감세공의구조변경은고비용 시공난

이성 및 바닥층 세굴 등의 문제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거품의외해역확산방지에효과적일것으로판단되는

다목적차단시설은시공비로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거품띠 발생방지 생물 화학적 대책4.5 ·

화력발전소의 거품 대책으로 사용하는 소포제의 경

우즉각적인거품제거의효과는있었으나지속적인제

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잔류물질인 노르말 핵산에 의해 신경장애등의 유해성

이있으며응집제를살포하는경우에도즉각적인거품

제거효과를나타내었으나소포제와마차가지로 차적

인환경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해수를살포하

는방법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적고경제적인제어

방법이나지나치게넓게퍼져있는거품띠를해수를살

포하여제거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황토

를살포한경우에는황토에거품이달라붙게되어거품

이제거효과가거의없었다 따라서생물 화학적대책

은 차적인환경오염문제 고비용및효율성에대한문

제가 대두되므로 현장적용 시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만금에 발생한 거

품을제거하기위한방안으로거품띠가발생하기이전

에배수갑문의운용을적절히하여거품띠발생을최소

화시켜고기발생된거품의경우선박스크류를통한거

품띠 제거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photo of field expriment of foam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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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제볼록부안정성검토를위한수리실험

김영택 안창현 이종인

서론1.

대형 태풍에 의한 서귀포항 외곽방파제 년

대 중반 거문도항 방파제 여서항 외곽방파제 등

경사식 방파제에 크고 작은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경

사식방파제의피복재중량산정에있어제두부의경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간부 소요 중량의 배 정도

를 피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방

파제의 경우 제간부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서귀포항외곽방파제의경우태풍볼라벤및매미

에의하여곡면부볼록부에서반복피해가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사식 방파제 피복재 안정중량을 산정

하기 위한 식 또는

식 의 경우 구조물에 직각으

로파랑이입사하는제간부구간에대한산정식을제시

할뿐제간부형상이변경되는경우 특히본연구와같

이곡면부볼록부 에대해서는언급사

항이 없다 미공병단의

에서도수리실험을통하여안정성을검

토해볼것을제시하고있다

저천단 구조물 에 대한 안정

중량 산정 연구결과가 일부 제시되고 있다

등

은 피복재의 피해개수 즉 이탈개수  와

계수 의관계를식 과식 와같이제시

하고있다 식 은제간부에해당하며 식 는제두부

에해당한다

 



 



위식에서 은피복재를직육면체로가정할때단

위중량에 대한 길이로써 콘크리트 이형블록의 경우

 이다 는간부구간거리 은공극이며 

는 호의 길이로써 을 참고한다

은 피해의 시작

를간부의 경우  원형 제두부의경우 

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간부 볼록부를

원형제두부로가정하여  로가정하여분석하고자

한다

본논문에서는볼록부구간의안정중량산정을위한

기초 수리실험으로써 볼록부 구간에서의 피해현상을

재현하고동일조건에서제두부와의피해규모에대하

여비교하고자한다 그리고 식을이용하여제

두부와볼록부의 값을초기피해파고값을이용하여

역추산하고자한다

수리모형실험2.

실험장비2.1
수리실험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평면수로에서수

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수조의 제원은 길이 폭

높이 이며 실험에 적용된 평면조파기의 조

파판폭은 이며 구간내에모형을제작하였다

그리고수로바닥에서높이 까지 의완만

한경사면이설치되어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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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Absorbing Gravel Beach

Wave Absorbing Gravel Beach

36m

42m

Wave Generator

20m

20m
10m

0.25m

Fig. 1.Wave basin and wave generator

모형설치 및 실험조건2.2
볼록부구간안정성실험을위한모형단면및모형의

배치는 과같다 모형은 의평탄면에설치하

였으며 경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지점에 모형의

중심이위치하도록설치하였다

50cmSlope=1:1.5

TTP 107g

hs=0.3m

3m

Fig. 2. Schematic sketch of cross section and
layout for model

에서제체에거치된피복재는 의

이며 제체의 사면 경사는 이며 제체의 설치수심

은 이며 마루높이는 로설정하여구조물에서

의월파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였다 볼록부의배치

는우선중심각이 인조건을적용하였다 이는최

근피해가발생한서귀포외항방파제의중심각도를참

조한 것이며 가장 피해가 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

기때문이다 모형의길이는한변이 이다 모형의배

치는 우선 한변이 파봉선과 나란한 조건  을

시작으로 씩반시계방향으로회전하였다

안정성 실험에 적용한 파랑 조건은 과 같으

며 다양한 주기 및 파고조건을 설정하였다 실험파는

스펙트럼을적용한불규칙파

로설정하였다

Wave height (,m) Wave period
( ,s)

6
7
8
9
10
11
12
13
14

1.50
1.75
2.00
2.25
2.50

Table 1. Test wave condition for target at toe of
structure

피복재의안정성을검토하기위하여 파가내습

시피복재의이탈을육안으로확인하였다 모형제작시

각각의구간별로각기다른피복재를거치하여 의

이탈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제간부의 경우 간격

으로다른색의피복재를거치하였으며 제두부및볼록

부의경우중심각기준 간격으로피복재의색깔

을달리하면서모형을설치하였다 참조

Fig. 3 Photo for mode construction using TTP (
=10 deg)

실험결과3.

안정성 실험결과 및 분석3.1
안정성 실험전 상대적으로 작은 파랑을 파 이상



조파하여 의초기자리잡기및안정화를시켰으며

개의파랑실험종료후가능한원상복구하여다시안

정성실험을실시하였다

기초 실험단계로서  와 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며 실험결과의 분석은

에서 제시한  간부구간와

 제두부구간을 적용하여 초기피해가 발생할때

의파고에대한한계중량으로제두부및곡면부에서의

에대한 값을역추산하고자한다 식 과식

에의하여제간부의경우개별색깔로구분된 의거

치폭  이  곡면부의 경우  

를고려할때식 과식 는각각다음의식

및식 와같이나타낼수있다

 

 



식 과 식 로부터 제간부의 경우  의 경우

초기피해에 해당하며 의 경우 입사파고에 따라

달라지나 현재까지의실험결과에 의하면 약  일

때 초기피해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이에 대한 파

고에대한중량을 식으로환산하여 를역추

산하였다 제두부와 제간부 및 볼록부의 구분은

와같이하였다

head

trunk1
Convex
corner

trunk
2

Fig. 4 Division of test model.

안정성 실험3.3 =0 degα
제두부 구간의 경우 주기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에서 초기피해에 해당하는 이탈이 관찰되었

으며 제간부 의경우제두부구간에속채움사석이노

출되는피해가발생할조건에서도특별한피해가관찰

되지않았다 볼록부구간의경우  조건에서초

기피해에 해당하는 이탈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를 환산할 경우 제두부의 경우  이며

 이계산되었다 와 은여러실

험조건에 대한 결과중  에서 제두부에 초기피

해가 발생하는 파고 조건  과 이때 곡면부의

상태이며 는동일 주기 조건에서 곡면부의초기

피해가 발생하는 파고조건  에 대한 실험결과

사진이다

Fig. 5. =2.0 s,  초기피해= 8 cm (=0 deg)
(No damage on convex corner)

Fig. 6. =2.0 s,  초기피해= 9 cm (=0 deg)



안정성 실험3.4 =10 degα
제체의 중심각도 는 일정하나 평면배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평면 배치로써 실험결과

는  와유사한결과가나타났으며 이에대한실

험결과는 및 과같다

Fig. 5. =2.0 s,  초기피해= 8 cm (=10 deg)
(No damage on convex corner)

Fig. 6. =2.0 s,  초기피해= 9 cm (=10 deg)

결론4.

곡면부볼록부 형상중 가장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

는중심각이 인평면배치구간에대하여제간부

구간과 파봉선이 나란한 경우 및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 평면 배치를 대상으로 평면 수리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제두부에서는 

볼록부에서는  이 계산되었다 제

간부 구간의 경우 쇄파 조건에서   비쇄

파조건에서   임을감안할경우  값이차

이가발생함을정량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추가연구

가진행중이며 좀더정량적인결과를제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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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판이설치된자켓식구조물의수리특성 사례연구

김영택 이종인

서론1.

항만구조물은 크게외해에서입사하는고파랑을차

단함으로써항내정온수역을확보시켜줄수있는외곽

시설 선박의접안및이용을위한계류시설 그외기타

항만시설등으로 구분할 수있다 최근국내에건설되

는 대부분의 대형 외곽시설 및 접안시설계류시설은

입항선박의대형화 상대적으로대수심고파랑지역에

위치함에따라케이슨을이용한직립제와대형소파블

록을주피복재로거치되는경사제가주로설계및시공

되고있다 잘알려진내용이나이와같은직립제및경

사제는지반처리문제및공사중다량의사석투하에의

한 연안환경 문제 장기간의 공사기간 및 고비용의 공

사비등이여러가지문제점이있을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저감할 수 있는

커튼월 형식의 구조물에 대한 연구를 소

개하고자한다 커튼월형식의구조물은정수면에서방

파판 형태의 판 이 기초사석까지 설치되지 않고

수중까지만설치되는형식이며 대부분파일식으로거

치되는형태를갖는구조물이다 본논문에서는 방

파제 설계를 위한 수리모형 실험 중 커튼월 형태의 구

조물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기술하고자한다

커튼월형태의구조물에대해서는서와지 와

등이수리실험및고유함수전개법을이

용하여파일식커튼월형태이나종슬릿과같은형태의

판이일부설치되어있는구조물에대한연구를소개한

적이있다

본연구에서는단면수리실험을통하여불투과성무

공의방파판을외해측과항내측에설치할때구조물의

폭 개별방파판길이가변경될경우 이에의한반사계

수와전달계수의분포에대하여검토하고자한다

수리모형실험2.

실험장비2.1
수리실험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단면수로에서수

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수조의 제원은 길이 폭

높이 이며 실험수로 폭 는 와

로분할되어있으며 전기서보피스톤형식의조파

기가 설치되어 있고 흡수식 조파가 가능하다 실험모

형은광폭구간폭 에설치되어있으며 협수로폭

에서는 입사파의 검토 등으로 활용되었다 그리

고수로바닥에서높이 까지 의완만한경사

면이설치되어있다 참조

1.5m

30m

소파장치

조파기

1.2m

50m

<   평 면 도   >

<   측 면 도   >

GAGE 6 GAGE 3 GAGE 2 GAGE 1GAGE 5 GAGE 4

Fig. 1 Schematic sketch of wave flume.

모형설치 및 실험조건2.2
방파판 모형에대한모식도는 와같다 구조물

설치 수심으로부터 구조물 마루높이 까지의 거리는

이며 정수면이하방파판외해측길이 내해측

길이 구조물 폭 를 변경하면서 실험을 실시하였

다 수심  은 이다 실험에적용한축척은

이다 및 에도시된치수는원형의값이다

1 발표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 전남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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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sketch of model

의실험모형에대하여풍랑주의보경계파고조

건인 원형상 유의파고  파고가 입사할 때 다양

한 주기 조건에 대한 전달파 및 반사파의 경향을 분석

하였다 실험에 적용한 유의주기  조건은 
이다 본 실험에 적용한 실험파 조건은

와같다 실험파는 스

펙트럼을적용한불규칙파로설정하였다

Wave height
( ,m)

Wave period
( ,s)

Relative water
depth ()

3

7
8
9
11
13
14

2.35
1.85
1.53
1.15
0.93
0.85

Table 2. Test wave condition

본 실험의 주요 계측항목은 반사계수와 전달계수로

써반사계수는 와 의 점법을적용

하였으며 전달계수는구조물내해측선단끝에서원형

상 및 지점에파고계를 설

치한후입사파에대한파고비로산정하였다 실험결과

의 분석은 수심에 대한 방파판의 설치 길이의 비 

및  로 하였다 는 외해측에 대하여 설치수심

에 대비 정수면 이하 방파판 길이의 비에 해당하며

는내해측방파판길이의비이다

실험결과3.

반사계수3.1
본 실험에서 적용한 실험조건을 대상으로 구조물의

폭과방파판길이에따른반사계수를비교하였다

구조물폭  의길이와상관없이상대수심이증가할

수록즉 주기가짧을수록반사계수는증가하는경향을

나타내고있다 이는전달계수결과에서언급하겠으나

주기가 증가할수록 방파판 하단의 공간으로 전달되는

파가증가하여즉 전달계수가증가함에따라반사계수

는상대적으로작게계측된것으로보인다

방파판길이에따른반사계수는방파판의길이가짧

을수록방파파이하로전달되는파랑에너지및전달파

가증가함에따라반사계수는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

고있다 외해측방파판 이같은경우내해측방파판

의길이 가감소할경우예 외해측방

파판의길이가같더라도내해측방파판길이가짧아지

면서전달파가증가함에따라반사계수가감소하는것

으로보인다

B/h CASE
Curtain wall length

F(m) F/h R(m) R/h

0.73
(B=20
m)

CASE1-1-0
CASE1-1-1
CASE1-1-2
CASE1-1-3
CASE1-2-0
CASE1-2-1
CASE1-2-2
CASE1-3-0
CASE1-5-0

11
11
11
11
9
9
9
7
5

0.40
0.40
0.40
0.40
0.33
0.33
0.33
0.26
0.18

11
9
7
5
9
7
5
7
5

0.40
0.33
0.26
0.18
0.33
0.26
0.18
0.26
0.18

0.91
(B=25
m)

CASE2-1-0
CASE2-1-1
CASE2-1-2
CASE2-1-3
CASE2-1-4
CASE2-2-0
CASE2-2-1
CASE2-2-2
CASE2-2-3
CASE2-3-0
CASE2-5-0

11
11
11
11
11
9
9
9
9
7
5

0.40
0.40
0.40
0.40
0.40
0.33
0.33
0.33
0.33
0.26
0.18

11
9
7
5
3
9
7
5
3
7
5

0.40
0.33
0.26
0.18
0.11
0.33
0.26
0.18
0.11
0.26
0.18

1.09(B
=30m)

CASE3-1-0
CASE3-1-1
CASE3-1-2
CASE3-1-3
CASE3-2-0
CASE3-2-1
CASE3-2-2
CASE3-3-0
CASE3-5-0

11
11
11
11
9
9
9
7
5

0.40
0.40
0.40
0.40
0.33
0.33
0.33
0.26
0.18

11
9
7
5
9
7
5
7
5

0.40
0.33
0.26
0.18
0.33
0.26
0.18
0.26
0.18

Table 1. Test case (prototype scale, 1/40)



구조물폭에따른반사계수를분석하면 최저반사계

수의 분포를 비교할 때 구조물 폭이 증가함에 따라 반

사계수가근소하지만증가하는경향이나타났다

 

 

 

Fig. 3 Reflection coefficients for each test
conditions

전달계수3.2
전달계수는방파판길이및구조물후면에서계측위

치에따른 전달계수를분석하고자한다 는 

 와   조건에서구조물

내해측선단에서 지점에서전달계수를도시한것

이다 반사계수분석결과에서언급하였듯이동일구조

형상에서는상대수심이커질수록즉 입사파의주기가

감소할수록전달계수는작게계측되었다 방파판의길

이에따른전달계수는방파판의길이가길수록전달계

수는 작게 계측되었다 구조물 폭에 따른 전달계수를

비교하면구조물폭이증가함에따라전달계수는감소

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는반사계수와반대의경향이

다

 

 

Fig. 4 Transmission coefficients for each test
conditions at the location of 50m behind
the structures

는거리별전달계수결과를구조물형상에따라

비교한 것이다 구조물 폭이 가장 큰  

인조건에서 외해측방파판의길이가  인

조건에서 내해측방파판 길이가  와 인조건

에서전달계수를비교하였다

거리에따른전달계수를비교하면거리별로큰차이

는발생하지않는것으로계측되었다 방파판의전후면

길이에따른전달계수는외해측방파판길이가동일한



조건에서내해측방파판길이가길수록전달계수는작

게계측되었다 상대수심에따른전달계수는위에서언

급한바와같이상대수심이클수록전달계수는작게계

측되었다

  

  

Fig. 5 Transmission Coefficients for each
measuring location behind the structures

결론4.

방파판이설치된설치된자켓식구조물에대하여수

리실험을 통하여 방파판의 제원 및 구조물의 형상폭

에따른반사계수및전달계수를계측하였다 방파판의

길이및구조물형상에따라반사계수와전달계수가상

반된분포경향이나타나는것을알수있었다 구조물

내해측으로 전달되는 전달파고는 거리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실험조건설정

시구조물에서의월파를최소화하고단지방파판과원

지반사이로전달되는파랑에의한전달파의특성을검

토하기위한실험이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에대해

서는추가연구가필요할것이다

감사의글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지원과제인

기후변화대응 항만설계기준 개선 방안연구 단“ (1

계 과제의 성과임을 밝히며 국토해양부 및 한국)” ,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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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이용한고정형부유식구조물주변의

해수유동변화에관한연구

문광석 양지관 김현승

서론1.

모델

은

에서 개발되었으며 해수유동과 물질이동을 재

현할수있는다변수유한차분모델이다 모델은

수직적인 차원화가용이하며 차원수직정역학 자유

표면 와동 평균된 경압과 순압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모델은수직적으로같은수의층을가지는 

좌표계를사용하며 또는 상에서공간

적으로 차 정확도를 가지는 수치해법을 사용하고 있

으나 현재까지 개발된 버전에서는 이를 수중 또는 수

표면에설치되는구조물에적용하기에한계가있는것

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에서는해안환경의재현과변화예측을위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 고정형

부유식해상구조물의설치에따른 모델의적용

성을검토하고 구조물주변해역의해수유동변화를분

석하였다

모델의 개요2. EFDC

모델은 차원해수유동과물질이동을재현하

는다변수유한차분모델이다

모델은 수직적으로 차원적인 계산이 용이하

며 수질모델 퇴적물이동모델과접합이용이한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물리 수치 해석적으로

의모델과많은공통점을가지고있으

며 해수와 담수체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밀도상에서의 차원수직정역학 자유표면 와동점성

및경압과순압방정식의해를구한다

연직방향에서의 와동 점성과 확산은

의 을

변형한 의방법에기초하며 마찰

에 대한 저층응력은 퇴적층과 수층간의 경계층에서의

운동량상실로묘사되고 바닥부근속도에대한 차함

수를이용한와류경계층방정식을사용하여표현된다

모델은 을 이용하여

천해역에서 차원의조간대처리가가능하도록설계되

어있으므로조간대가넓게분포하는우리나라연안에

적용이용이한장점을가진다

모델은수직적으로같은수의층을가지는 

좌표계를 사용하는데 또는 상에서

공간적으로 차 정확도를 가지는 수치해법을 사용하

고 시간적으로는 차정확도의 단계시간계산

의내부모드와외부모드로모드를분리하는

모드분리법을사용한다

외부모드에서는 음해법을 사용하여 계산함으로써

비선형항을 포함한 이류항의 양해법에 의한 안정조건

이만족되는한계산시간을크게사용할수있다

이류수송항의 차분법은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중앙

차분법 시간에 대한 전방차분법 공간에 대한 상방차

분법을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필요에따라서는

시간에대하여수평확산은양해법을 수직확산은음해

법을적용할수있다

발표자 전략해양 과장

전략해양 과장

교신저자 전략해양 부장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모델의지배방정식과수치기법에대한자세

한 설명은 과

에서찾아볼수있다

Fig. 1 Structure of EFDC hydro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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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of EFDC hydrodynamic

수치모형 수립3.

부유식 구조물3.1
항만을 중심으로 수역시설의 보호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해상구조물은대부분육지에서멀지않은수역에

서중력식형태로설치되고있다

중력식구조물은그특성상안정성은매우우수한것

으로평가되고있으나 설치중또는설치가완료된후

에해양환경적측면에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나타나

고있으며 수심이깊고해상환경이좋지않은먼바다

에설치가용이하지않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이를위한대안으로부유식구조물이제안되고있으

며 국내에서는처음으로 년 년에걸처 주포

스코건설이 원전항의 안전한 선박계류를 위해 부소파

제를설치하여적용한사례가있다

Fig. 3 Aeroview of floating barrier

Fig. 4 Front view of floating barrier in Wonjeon port

격자구성 및 실험안3.2
고정형 부유식 구조물은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해

수면의일부만차단하고 수직적으로구조물부터해저

면까지는해수의소통이원활한형태로구성되어있다

이를 모델에서재현하기위해수평적으로 간

격 수직적으로는 개의  로격자를구

성하였으며 수심 의상황을가정하였다

고정형부유식구조물의수직적인깊이변화에따른

구조물주변의해수유동변화를분석하기위해서구조

물이 씩깊어지는상황을가정하였으며 본연구에



서는구조물이없는상황과수심 까지구조물이설

치되는상황을실험안으로구성하였다

Table. 1 Information for numerical model cases

Fig. 5 Generation of horizontal domain for
numerical model

Fig. 6 Generation of vertical calculation grid
around fixed-floating structure

외력조건3.3
계산격자망의 남측과 북측은 불투수층으로 하였고

동서방향으로 항류가 흐르도록 동측과 서측에서 해수

면 경사를 로 적용하

였다

구조물 재현 방법3.4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기법에 의해

를재현할수있으나 차원모델임에

도불구하고 되는 이수직적으로구분되지

못하는문제가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에서부터 수직적으로 원하는

까지만 을적용할수있도록 모

델을수정하여적용하였다

실험 결과4.

실험안별로구조물인근영역에서수직단면의유속

벡터도를제시하였다

고정형 부유식 구조물에 의해 통수단면이 좁아져서

구조물이없는경우보다유속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

나며 지형과평행한흐름이구조물전면에서아래측으

로변형되는현상이재현되고있음을알수있다

Fig. 7 Generation of vertical layer flow vectors
around fixed-floating structure

정리 및 고찰5.

모델을 이용하여 고정형 부유식 해상 구조물

의설치에따른 모델의적용성을검토하고 구조

물주변해역의해수유동변화를분석하였다

수정된 모델에서 고정형 부유식 구조물에 의

한흐름의변화가잘재현될수있음을확인하였고 추

가적인 적용성의 검토를 위해 와 같은 차원

모형및수리실험의결과와비교하는연구가진행

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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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방법 차이에 의한 사면 안전율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Safe Factor of Slope with 

Analysis Methods

장정욱1, 엄장섭2, 류항택3

 Jang Jeong Wook1
, Eum Jang Sub2

 , Ryu Hang Taek3

1. 서론

육상공사 뿐만 아니라 해안 및 항만공사에서도 절․

성토 사면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사면의 안전성 확보

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사면의 안정성 검증을 위

해 많은 이론들이 연구되었고, 그러한 이론을 근거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사면안정 해석에 대표

적인 이론은 한계평형해석과 유한요소해석이다. 최근

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사면의 변형과 파괴형상을 볼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평형해석에 근거하는 프로그램

인 Talren 97, Soil Works와 유한요소 해석에 근거하는 

Midas GTS를 이용하여 동일 사면에 대한 사면안정해

석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사면안정해석에 사용한 변수는 사면고, 소단조건, 지

반정수, 지하수위조건, 사면구배이며, 지하수위를 제외

한 모든 변수들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 해석을 수행하였

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계평형해석법
한계평형법은 활동면을 따라 파괴가 일어나려는 순

간 사면의 안정성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사면의 안전율

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곡면인 활동면상의 각 점에서 전

단응력과 전단강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한계평형법은 절·성토 사면의 안정해석에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이 방법의 유용성과 신뢰성은 경험을 통

하여 잘 알려져 있다. 한계평형이론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정확성은 강도정수

와 사면의 기하학적 조건 및 각 해석방법의 고유 정밀

도에 따라 좌우된다.

2.2 유한요소해석법
유한요소방법은 사면 각 지점의 힘 평형 조건과 적합

조건, 구성방정식 및 경계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밀

한 근사해법으로 실제와 가까운 파괴형상을 구현하고 

현장 조건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해석이며, 사면의 

최소안전율 계산과 사면의 파괴거동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수치해석 방법이다. 유한요소해석은 강도감소

법을 사용하는 직접법과 계산된 응력 값을 이용하여 기

존의 한계해석법과 혼합하여 안전율을 분석하는 간접

법으로 나눌 수 있다.

3. 해석 조건

3.1 사면의 모델링
사면안정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면고, 소단조건, 

지반정수, 지하수위조건, 사면구배를 변수로 해석 모델

을 설정하였다. 

Fig .1 ~ Fig .5는 각 변수에 따른 해석 모델을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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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사면고에 따른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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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소단조건에 따른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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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사면구배에 따른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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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지하수위에 따른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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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강도정수에 따른 해석 모델

3.2 프로그램의 해석방법

 한계평형법의 해석 방법에는 Fellenius법, Bishop법, 

Janbu법, Spencer법, 흙쐐기해석법 등이 있다. 한계평

형해석 프로그램인 Talren 97과 Soil Works를 이용한 

해석에서는 Bishop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Bishop방법

은 절편의 양 수직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수평방

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유한요소법의 해석 방법에는 강도감소법과  간접법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도감소법으로 사면안정해석

을 수행하였다. 강도  감소법은 전단강도 ( C ,  )를 서

서히 감소시켜 가면서, 계산이 수렴되지 않는 지점까지 

해석을 수행하여 그 시점을 사면의 파괴로 간주하고 그

때의 최대 강도 저하율을 사면의 최소안전율로 생각하

는 방법이다.

4. 해석 결과의 일례

4.1  Talren97과 Soil Works 

Fig. 6과 7은  Talren 97과 Soil Works 해석 결과의 일

례를 나타낸 것으로, 사면고 10m인 경우의 우기시 한계

평형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6. Talren97의 해석 결과 (

=0.81) 

Fig. 7. Soil Works의 해석 결과 (

=809)

    



4.2  Soil Works와 Midas GTS 

Fig. 8와 Fig. 9는 Soil Works와 Midas GTS 해석 결과

의 일례를 나타낸 것으로,  우기시  소단조건  1 : 1.5 인  경

우 각각의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8. Soil Works의 해석 결과 (

=0.709) 

Fig. 9. Midas GTS의 해석 결과 (

=0.709) 

5. 해석 결과의 분석

Fig. 10~14는 각 변수에 따른 해석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해석 결과 얻어진 최소 안전율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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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사면고에 따른 최소안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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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소단조건에 따른 최소안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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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사면구배에 따른 최소안전율 비교

Fig. 13. 지하수위에 따른 최소안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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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강도정수에 따른 최소안전율 비교

Table 1. 각 해석 모델에 대한 최소 안전율

변수 건기 우기

사면고 Talren97 Soilworks MidasGTS Talren97 Soilworks MidasGTS

10m 1.61 1.603 1.663 0.81 0.809 0.863

15m 1.42 1.421 1.463 0.65 0.652 0.688

20m 1.32 1.319 1.338 0.57 0.568 0.588

30m 1.21 1.208 1.213 0.47 0.473 0.488

소단조건 Talren97 Soilworks MidasGTS Talren97 Soilworks MidasGTS

case1 1.26 1.254 1.338 0.56 0.567 0.613

case2 1.32 1.319 1.338 0.57 0.568 0.588

case3 1.56 1.555 1.563 0.71 0.709 0.738

사면구배 Talren97 Soilworks MidasGTS Talren97 Soilworks MidasGTS

1:0.5 0.76 0.761 0.813 0.12 0.121 1.39E-16

1:1 1.09 1.088 1.138 0.42 0.422 0.488

1:1.5 1.42 1.421 1.463 0.67 0.652 0.688

1:2 1.75 1.748 1.788 0.85 0.851 0.888

강도정수 Talren97 Soilworks MidasGTS Talren97 Soilworks MidasGTS

c=1,Ф=0 0.17 0.175 0.163 0.17 0.175 0.163

c=1,Ф=10 0.58 0.585 0.588 0.33 0.33 0.338

c=1,Ф=20 0.94 0.942 0.963 0.45 0.449 0.463

c=1,Ф=30 1.32 1.319 1.338 0.57 0.568 0.588

c=2,Ф=30 1.6 1.601 1.613 0.81 0.808 0.838

c=3,Ф=30 1.85 1.849 1.863 1.02 1.02 1.063

c=4,Ф=30 2.08 2.078 2.088 1.22 1.222 1.263

지하수위 Talren97 Soilworks MidasGTS 지하수위 Talren97 Soilworks MidasGTS

5m 0.65 0.656 0.688 15m 1.12 1.123 1.088

10m 0.8 0.801 0.838 20m 1.32 1.319 1.338

6. 결 론

동일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Talren 97과 Soil 

Works의 해석 결과, 사면 안전율은 동일한 값을 나타

내어 프로그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한

요소해석은 강도감소법으로 수행하였으며 Midas GTS

의 해석 결과 값을 한계평형해석으로 얻어진 안전율과 

비교한 결과 약 2% 높은 안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실무에서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값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및 해석방법에 따른 사면 안

전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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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모형실험을 통한 체인의 매설 깊이별 인발지지력에 관한 연구

Pullout Capacity of Chains in Sand with Varying Embedment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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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양개발산업의 범위가 근해에서 심해로 확대됨에 따

라 세계적으로 부유식 구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유식 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한 무어링 시스

템의 설계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무어링 시

스템의 종류로는 catenary 무어링, taut 무어링, semi-taut 

무어링, vertical 무어링 등이 있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

는 시스템은 catenary 무어링이다. 무어링 시스템은 지반

에 고정되는 앵커와 이를 부유식 구조물과 연결해 주는 

무어링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앵커와 마찬가지로 무어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어링라인은 현재까지 꾸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

다. 국외에서는 Degenkamp와 Dutta(1989)가 체인의 직

경을 세 가지(6.4mm, 9.5mm, 16mm)로 구분하여 포화된 

점토지반에서 EWS(Effective Width Sliding)와 

EWB(Effective Width Bearing)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

다. Neubecker와 Randolph(1995)는 이론식으로 계산한 

체인의 형상을 Degenkamp와 Dutta(1989)가 수행한 실

내실험과 Bissett(1993)이 수행한 원심모형실험 결과와 

비교하였고, 두 결과와의 비교에서 높은 정확도를 가진 

이론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Bang (2003)등은 

원심모형실험을 통해 사질토 지반에서 체인의 거동을 분

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어링라인의 해석에 필요한 계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Han (2006)등은 해저지반에 관입된 

드래그 및 영구앵커와 앵커에 연결된 체인의 지지력 및 

변형을 해석하여, 기존의 앵커와 체인의 분석 및 개발을 

위하여 만들어진 해석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심

모형시험기를 사용해서 시험을 하였다. Jung (2012)등은 

다양한 용도 및 종류의 계류선 중, 부유식 파력발전시스

템용 계류선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무어링라

인의 설계 절차를 정립하여 제시하며 절차에 따른 부유

식 파력발전 장치용 계류선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무어

링라인이 깊이별 또는 각도별로 어느 정도의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

은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실내모형실험을 통하여 매설 

깊이별 인발지지력을 분석해 보았다. 

2. 실험 개요

실내모형실험은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지반연구실

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조에서 수행되었다. 지반은 주문

진 표준사를 사용하여 상대밀도 60%의 사질토 지반을 

조성하였고, 해상조건을 모사하기 위해서 100% 포화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은 실내모형실험이 수

행된 토조의 모식도이다. 액츄에이터와 도르레를 설치

하여 체인을 인발할 수 있게 하였고, 체인의 거동을 관

측하기 위하여 0.05 kgf의 정밀도로 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로드셀과 0.005 mm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변위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데이터로거(TDS-150)를 설치하였다. Fig. 2는 실험에 

사용된 체인의 제원 및 실제 실험에 사용된 체인의 사

진이다. 한 고리당 가로 38 mm, 세로 21 mm, 직경 6 

mm인 총 길이 400 mm 의 체인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Fig. 3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

저 포화된 지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조에 비닐을 씌워 

방수를 하였다. 지반조성을 시작하기 전에 급수시 지반

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공관을 설치하고, 체인의 

인발 방향을 조절해주기 위한 도르래를 설치한다. 다음

은 지반조성 및 체인의 매설 과정인데, 매설 깊이별로 

1, 2번 실험은 다짐으로 지반조성을 하였고, 3번 실험은 

강사법에 의해 지반조성을 하였다. 다짐으로 지반조성

을 할 때에는 매설 깊이별 토조의 부피와 흙의 무게를 

계산하여 토조에 미리 표시한 높이까지 다짐을 하여 지

1 발표자: 홍익대학교 / 석사과정 / cyi1105@naver.com

2 홍익대학교 / 조교수 / geotech@hongik.ac.kr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실험이 수행된 토조의 모식도

Fig. 4. 변위-하중 곡선 

400

Fig. 2. 체인 제원 및 실험에 사용된 체인(mm)

(a) (b)

(c)

Fig. 3. 실험 과정 (a) 방수 (b) 지반조성 및 체인 

매설 (c) 포화 및 인발실험 

비중, 
 2.66

최대건조단위중량(), 


1.6

최소건조단위중량(), 


1.35

내부마찰각() 32.5

상대밀도(%) 60

Table 1. 주문진 표준사의 기본 물성 

반의 상대밀도를 맞추었다. 강사법으로 지반조성을 할 

때에는 미리 다양한 높이에서 강사 실험을 하여 30 cm 

높이에서 강사를 하면 60 % 의 상대밀도를 맞출 수 있

다는 결과를 얻었고, 실험별로 매설 깊이를 달리하여 

지반조성을 하였다. 조성된 지반의 실제 상대밀도 범위

는 56.5~74.7%로 측정되었다.

지반조성 후에는 미리 설치한 다공관을 통하여 급수

를 하였고, 지반이 포화가 되면 급수를 멈추고 인발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주문진 표준사의 기본 

물성은 Table 1과 같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험결과

Fig. 1에서 보았듯이 체인 위로 각각 100 mm, 200 

mm, 300 mm의 지반을 조성하여 매설 깊이별로 3번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4는 실험을 통하여 얻은 변위-

하중 곡선이다. 각 매설 깊이에서 1, 2번 실험은 다짐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하였을 경우의 결과이고, 3번 실험

은 강사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하였을 경우이다. 100 

mm 깊이로 매설한 경우 각각 4.5 kgf, 6.6 kgf, 6.2 kgf 의 

인발지지력이 측정되었고, 200 mm 깊이에서는 10.2 

kgf, 16.4 kgf, 14.5 kgf, 그리고 300 mm 깊이에서는 22.5 

kgf, 36.9 kgf, 17.8 kgf 로 측정되었다. 또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실험에서 지지력이 최대값에 도달하기

까지는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였다.

실험으로부터 구한 지반의 상대밀도, 함수비 등의 지

반정보 및 최대지지력 값은 Table 2에 정리되어있다. 

Table 2에는 또한 3.2 절에서 설명할 이론식으로 계산한 

인발지지력 값도 포함되어 있다.

3.2 결과 분석

3.1 절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체인의 매설 깊이가 



상대밀도
(%)

함수비
(%)

건조단위중량
()

포화단위중량
( )

인발지지력
(kgf)

인발지지력 이론식(kgf)

체인만 고려시 흙 고려시

10cm-1 64.6 29.45 1.50 1.94 4.5

4.6 4.910cm-2 74.5 26.54 1.53 1.93 6.6

10cm-3 68.4 26.12 1.51 1.91 6.2

20cm-1 42.9 28.23 1.45 1.85 10.2

9.2 9.920cm-2 60.7 28.07 1.49 1.91 16.4

20cm-3 64.2 26.59 1.50 1.90 14.5

30cm-1 56.5 27.59 1.48 1.89 22.5

13.8 14.830cm-2 74.7 26.81 1.53 1.94 36.9

30cm-3 68.2 27.00 1.51 1.92 17.8

Table 2. 지반 정보 및 실험과 이론식의 인발지지력

매설 깊이 압축력(kgf) 활동마찰력-체인만 고려시(kgf) 활동마찰력-흙 고려시(kgf)

10cm 4.2 0.4 0.8

20cm 8.4 0.8 1.5

30cm 12.5 1.2 2.3

Table 3. 이론식으로 계산된 체인의 선단지지력 및 주면마찰력 

Fig. 5. 체인의 이동방향과 지지력 

깊어질수록 지지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를 좀 더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이론식에 의해 구한 체

인의 지지력과 비교를 해보았다. Fig. 5는 체인의 이동

방향과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

력을 보여준다. 실내모형실험에서 인발실험을 수행하

였을 때 체인의 거동이 깊은기초에서 말뚝기초와 유사

한 거동을 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식을 적

용하였다.

압축력력은 식 (1)과 같이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해

설(2009)에서 제시한 단위면적당 극한선단지지력 공식

을 이용하여 계산한 뒤 실험에 사용된 체인 선단부분의 

면적을 구하여 계산하였다. 

  
′

                                                                  (1)

여기서 는 단위면적당 극한선단지지력, 
′

은 유효

상재압, 는 지지력계수이다. 값은 실험에 사용된 

주문진표준사를 상대밀도 60 %로 직접전단시험을 한 

결과 에 해당되는 29를 사용하였다. Fig. 5와 같이 

체인에 선단저항력이 작용하는데, 이 때 체인 한 고리

가 저항을 받는 면적은 1.18 이고 실험에 사용된 체

인은 13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

하였다. 계산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되어있다.

활동마찰력은 식 (2)와 같이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해설(2009)에서 제시한 단위면적당 극한주면마찰력 공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2)

여기서 

는 단위면적당 극한주면마찰력, 


는 토압

계수, 
′

은 유효상재압이다. 는 체인 표면과 흙의 마

찰각이다. 

는 타입말뚝을 기준으로 0.7을 사용하였

고 
′

은 선단지지력 산정시와 동일하다. 는 강말뚝을 

기준으로 를 적용하였다. 활동마찰력을 산정할 때

는 압축력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위면적당 극한

주면마찰력에 활동마찰력이 적용되는 면적을 곱하여 

구하게 된다. 이 때, 체인의 면적은 체인 사이에 메워져 

있는 흙을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두 

가지로 계산을 해 보았다. 여기서 체인 사이에 메워져 

있는 흙의 마찰각은 직접전단시험으로 구한 내부마찰

각 를 적용하였다. Fig. 5와 같이 활동마찰력을 받

는 면적을 계산해보면 170.4 가 나온다. 계산 결과

는 Table 3에 나타나있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체

인사이에 메워진 흙의 마찰력을 고려하였을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큰 지지력을 나타내지만 압축력과 비

교해본다면 전체 지지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구한 압축력과 활동마찰력의 합하여 최종적

으로 인발지지력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정리



된 바와 같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론식으로 구

한 체인의 인발지지력은 체인 사이에 메워진 흙을 고려

하였을 때,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7% 정도 높게 예측되

었다. 

이론식으로 계산한 인발지지력과 실험으로부터 측

정한 인발지지력을 비교해보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정

리하였다. Table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값의 비교결

과 10-1과 20-1의 두 실험에서는 이론식과 유사

한 인발지지력이 측정되었다. 하지만 30-2의 경우에

는 이론식으로 구한 인발지지력보다 2.6배나 차이가 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반조성 과정에서 

다짐이 과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Table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실험보다 상대밀도가 높게 지반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실험에서는 이론식으

로 구한 값보다 1.4~1.6배 정도 높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이론식은 상대밀도를 60%로 가정하

고 계산을 하였는데 실제 실험에서 조성된 상대밀도를 

보면 대부분 이를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체인의 매설 깊이가 인발지지력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실내모형실험을 통하여 체인

의 인발 지지력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체인의 매설깊이가 깊어질수록 인발지지력 또한 증

가하였다.

2. 실내모형실험에서 체인의 거동을 활동마찰력과 압

축력의 합으로 인발지지력을 계산한 결과 체인 사이에 

메워진 흙을 고려하였을 때,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보

다 인발지지력이 7%정도 더 높게 계산되었다.

3. 실험에서 측정된 인발지지력을 이론식으로 구한 값

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실험으로 측정한 인발지지력 

값이 1.4~1.6배 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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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Operating Stow

Boom-down Boom-up

계류

장치

Stowage Pin-up Pin-down

Tie down 본체-부착 러그-체결

제동

장치

Rail clamp
정지시 자동작동

브레이크

휴지시의 항만 크레인에 대한 지진취약도 특성

Characteristics of Seismic Fragility for Harbor Crane in Stow Mode

김익현1, 선창호2, 이재경3

Kim, Ick Hyun1, Sun, Chang Ho2 and Lee, Jea Gyung3

1. 서론

지진취약도 해석은 1980년대 원전구조물 및 발전 장

비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 안전성 분석을 위하여 개발되

었고 최근에는 토목구조물에도 적용되어 내진성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

내에서도 지진취약도 곡선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진취약도는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최대지반가

속도(PGV, Peak Ground Velocity)또는 의사스펙트럼

속도(Pseudo Spectral Velocity)등을 기준으로 평가하

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는 최대지반가속도를 기준으

로 분석하였다.

항만크레인의 취약도곡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

진 시 항만크레인의 피해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일반적으로 항만크레인은 안벽위에 설치되어 화물

을 산적하거나 내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진 

시 항만크레인의 피해는 크게 지반운동에 의한 항만크

레인의 피해와 항만크레인이 위치한 안벽의 피해에 연

계되어 크레인에 발생하는 지진피해를 고려할 수 있다.

안벽과 크레인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지진취약도 

함수를 산정하고 두 시설물의 취약도함수의 크기를 고

려하여 종합적인 취약도함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레인의 취약도함수 

산정만을 고려하였다.

지진시 항만크레인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바퀴의 

탈선, 크레인 전도 및 기울어짐, 부재의 좌굴 및 항복, 

계류장치의 파손에 의한 슬라이딩 등이 있다. 항만크레

인의 계류 및 제동장치는 4가지 시스템으로 크게 상향

력을 지지하는 Tie-down, 크레인이 레일 방향으로 미

끄러질 때 제동하는 Rail clamp, 레일방향 수평력을 지

지하는 Stowage pin, 그리고 바퀴를 제동하는 모터브

레이크 등이 있다. 항만크레인의 조업상태(운전시)와 

계류상태(휴지시)에 따라 계류 및 제동장치의 작동 모

드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컨테이너크레인 Mode

본 연구는 크레인 휴지시에 대하여 다양한 지진세기

에 따른 전도, 부재의 항복, 그리고 계류 및 제동장치의 

손상에 의한 슬라이딩이 항만크레인의 지진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진취약도 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 지진취약도 해석방법

2.1 지진취약도 곡선 산정

1) 지진취약도 함수

본 연구는 응답가속도를 사용하여 크레인의 손상확

률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진취약도는 통

상 누적 대수정규 분포함수의 형식으로 식(1)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1)

여기서,

1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교수 / ickhyun@ulsan.ac.kr

2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연구교수 / sunch@hanmail.net

3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석사과정 / jau115@nate.com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손상mode 한계상태
손상

개수

도 Tie-down 손 2

부재항복 항복강도 과 1

슬라

이딩

Rail clamp 수평 항력 과 1

Stowage pin 수평 항력 과 1

  가 인 지진발생시 시설물의 손상확

률

∙  Gaussian 정규 누적확률분포함수

  손상을 일으킨 지진의 지표면에서의

         중앙값(median)

  확률변수로서 지표면에서 수평지진의 값

  파괴를 일으킨 지진의 지표면에서 의

         Log( =   )에 대한 표준편차

항만크레인의 손상은 부재의 항복, 전도, 계류 및 제

동장치의 파괴 등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구조물의 손상취약도함수는 특정 지진강도에 대

해 소정의 손상수준을 초과할 확률을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구조물의 손상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

진강도를 나타내는 지진강도지수가 필요하며 구조

물의 특성에 따라 응답가속도(Spectral Acceleration, 

Sa)나 응답변위(Spectral Displacement, Sd)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항만크레인 한계상태(damage criteria) 정의

취약도곡선은 항만크레인의 손상 mode에 따라 부재

의 항복, 전도, rail clamp파괴와 stowage pin파괴에 의

한 슬라이딩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부재의 항복은 크

레인을 구성하는 구조 부재 중 1개라도 항복을 하면 상

당(Extensive)한 손상에(near collapse)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전도는 tie-down 2개가 파손될 경우, 

rail clamp와 stowage pin은 각각의 수평저항력을 초과

할 경우를 상당(Extensive)한 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able 2.1에는 손상 mode에 따른 한계상

태를 나타내었다.  

Table 2.1 손상 mode(near collapse)에 따른 한계상태

3. 항만크레인의 지진취약도

3.1 항만크레인

1) 항만크레인의 모델링

본 연구는 부산항에 설치된 50톤 크레인(한진중공

Fig. 3.1 대상크레인

업)을 대상으로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

은 Fig. 3.1과 같이 설계단계에서 사용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부재는 탄성보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휴지시 크레인은 레일방향(y방향)과 레일의 직각방

향으로는 rail clamp, stowage pin으로 지지되며, 수직

방향(z방향)으로는 tie-down이 상향력에 저항하는 것

으로 가정 할 수 있다. 

Fig. 3.2 크레인 지지조건

이에 본 해석에서는 Fig. 3.2와 같이 크레인의 지지조

건을 고려하여 입력지진파는 레일방향(y방향)과 레일

의 직각방향(x방향), 그리고 수직방향(z방향)으로 동시

에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인공지진파

 Fig.3.3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99)에서 제시된 응

답스펙트럼으로 지진계수는 Ca = 0.22, Cv = 0.37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인공지진파는 Fig. 3.3의 설계응답

스펙트럼에 부합되는 지진파를 생성하여 수평방향운

동(x방향, y방향)과 수직방향 운동(z방향)을 한 세트로 

하는 입력지반운동 7세트를 작성하였다. 이 때 수평방

향운동 2개와 수직방향운동(z방향) 1개는 서로 상관성

이 크지 않은 지진파로 구성하였다. 수직방향운동의 최

대지반가속도는 수평방향운동 최대지반가속도의 2/3

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지진해석은 지반가속도를 

0.05g~2.0g까지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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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설계응답스펙트럼

3.2 항만크레인의 지진취약도

1) 슬라이딩에 대한 지진취약도

지반가속도를 0.05g~2.0g 까지 입력지반운동 7세트

에 대한 시간이력해석 결과로부터 식(1)을 사용하여 취

약도곡선을 산정하였다. Rail clamp는 레일에 고정되

어 있으며, stowage pin은 약간의 간극이 있는 pin cup

에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stowage pin은 rail clamp가 

파괴된 후 지진력이 충돌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towage pin이 고정되어 있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지진시 Rail clamp의 수평저항력은 

약 400kN, Stowage pin의 수평저항력은 약 1600kN으

로 조사되었다. 슬라이딩에 대해서는 Table 2.1과 같이 

수평저항력을 초과할 경우를 상당(Extensive)한 손상

수준(Near Collapse)으로 가정하였다. Near Collapse

의 경우 식(1)과 같은 취약도 함수에서 rail clamp는 

=0.17, =0.10, Stowage pin은 =0.68, =0.10이다. 취

약도 분석결과 Fig. 3.4와 같이 rail clamp는 지반가속도

가 약 0.154g의 지반운동에 의해 손상될 확률이 약 

16.1%로 나타났다. 

Stowage pin은 지반가속도가 약 0.68g의 지반운동에 

의해 크레인의 stowage pin가 손상될 확률이 약 50%가 

되므로 설계지진에 대한 붕괴확률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휴지시 항만크레인에 작용하는 수평력은 크게 rail 

clamp와 stowage pin이 동시에 저항하게 된다.  하지만 

stowage pin의 수평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휴지시 항만

크레인의 슬라이딩은 rail clamp가 파괴되더라고 

stowage pin이 저항하게 된다.  따라서, rail clamp의 손

상확률을 P(A), stowage pin의 손상확률을 P(B)라고 가

정하면 슬라이딩에 대한 손상확률은 P(A∩B)=P(B) 와 

같다. 즉, Fig. 3.4와 같이 rail clamp와 stowage pin이 

동시에 파괴될 확률이 슬라이딩 확률이 된다.

Fig. 3.4 슬라이딩에 대한 지진취약도

2) 항만크레인 전도에 대한 지진취약도

 휴지시 항만크레인은 전도를 발생시키는 수직 상향

력에 대해서는 tie-down 시스템이 저항하게 된다. 

Tie-down 시스템이 없으면 바퀴부분에서 부반력이 발

생하여 전도를 발생시키지만 tie-down 시스템이 상향

력에 저항함으로써 전도를 방지하게 된다. Tie-down 

시스템은 하중이 tie-down rod를 통해 rug로 전달되며, 

용접부를 거쳐 앵커부로 전달된다. Tie-down 시스템의 

상향력에 대한 저항력은 해상측은 약 1300kN/EA(앵

커부 파괴강도), 육상측은 약 400kN/EA(타이로드 파

괴강도)이다. 즉, 시간이력해석결과에 바퀴측 부반력이 

위의 값이 이상이면 tie-down이 파손되어 저항력을 상

실하며, 이는 항만크레인의 전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2.1과 같이 크레인 바

퀴측(4개소) 부반력이 tie-down의 저항력을 초과하는 

개소가 2개 이상이면 크레인의 전도로 가정하였다. 

시간이력해석 결과로부터 식(1)을 사용하여 취약도

곡선을 산정하였다. 취약도 함수에서 =0.4, =0.10이

다. 취약도 분석결과 Fig. 3.5와 같이 지반가속도가 약 

0.4g의 지반운동에 의해 크레인이 전도될 확률은 약 

50%로 나타났다. 

 Fig. 3.5 전도에 대한 지진취약도



3) 주요 부재 손상에 대한 지진취약도

항만크레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 주요 부재에 대한 응

력검토를 수행하였다. 주요 부재의 항복응력은 약 

235MPa로 조사되었으며 Fig. 3.6과 같이 지진력에 의

해 큰 모멘트가 발생되는 부재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1과 같이 주요 부재중 1개라

도 항복응력을 초과할 경우를 상당(Extensive)한 손상

수준(Near Collapse)으로 가정하였다.

시간이력해석 결과로부터 식(1)과 같은 취약도 함수

에서 =0.85, =0.10이다. 취약도 분석결과 지반가속

도가 약 0.85g의 지반운동에 의해 크레인은 부재의 항

복에 의해 도달할 확률이 50%가 되므로 설계지진에 대

한 붕괴확률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즉, 설계지진 시 

항복강도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Fig. 3.6 주요 부재 항복에 대한 지진취약도

4) 항만크레인의 지진취약도

휴지시 항만크레인의 손상 mode는 지진력에 의한 

전도, 수평저항 시스템(rail clamp, stowage pin)의 파

손에 의한 슬라이딩, 부재의 항복 등이 있다. Rail 

clamp와 stowage pin은 수평력에 동시에 저항하기 때

문에 슬라이딩 확률은 Rail clamp와 stowage pin가 동

시에 파괴될 때 이다. 즉, stowage pin의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rail clamp는  stowage pin의 파괴확률에 종속

된다. 하지만, 지진력에 의한 전도와 부재의 항복은 수

평저항 시스템의 파괴확률에 독립적이다. 

따라서, 슬라이딩 확률을 P(A), 지진력에 의한 전도 

확률을 P(B), 부재항복 확률을 P(C)라 하면 서로가 독립

적이기 때문에 항만크레인의 전체적인 손상확률은 

P(A∪B∪C)가 된다. Fig. 3.7은 항만크레인의 전체적인 

지진취약도를 나타낸 것으로  지반가속도 약 0.4g의 지

반운동에 의해 항만크레인의 손상 확률은 약 50%가 된

다. 여기서 손상확률은 수평저항 시스템의 파괴에 의한 

슬라이딩, 지진력에 의한 전도 , 부재항복 등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Fig. 3.7  항만크레인 지진취약도

4. 결  론

본 연구는 부산항에 설치된 50톤 크레인을 대상으로 

휴지시 지진취약도를 산정하였다. 크레인의 손상은 상

당(Extensive)한 손상수준(Near Collapse)으로 가정하

였다. 휴지시 항만크레인의 손상 mode는 지진력에 의

한 전도, 수평저항 시스템(rail clamp, stowage pin)의 

파손에 의한 슬라이딩, 부재의 항복 등이 있으며 본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반가속도 약 0.68g의 지반운동에 의한 항만크레

인의 슬라이딩 확률은 약 50% 이다. 

② 지반가속도 약 0.4g의 지반운동에 의한 항만크레

인의 전도 확률은 약 50% 이다. 

③ 지반가속도가 약 0.85g의 지반운동에 의해 크레인

의 주요 부재가 항복에 도달할 확률은 50% 이다. 

④ 항만크레인의 전체적인 지진취약도에서  지반가

속도 약 0.4g의 지반운동에 의해 항만크레인의 손상

(Near Collapse) 확률은 약 50%가 된다. 여기서 손상확

률은 슬라이딩, 지진력에 의한 전도 , 부재항복 등이 발

생할 확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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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만과 같은 국가 주요 기간시설물들은 지진으로 인

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복구 지연이나 파생적 이

차 피해가 야기될 경우 국가 산업에 큰 장애를 일으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질 수 있으므로 지진에 대

해 철저한 대책 방안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Erdik et al., 

2008). 이러한 이유로 지난 세기 후반부터 금세기 초반

에 걸쳐 국내에서도 일부 주요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지

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으로서의 지진

경보대응 시스템들을 개발 구축하여 현재 안정화 단계

로서 지속 운영되고 있다(선창국 등, 2010; 2012).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대규모 교역 거점인 항만 시설

의 경우, 해외에서는 항만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자연재

해 대비 방안들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용해 오고 있으며

(Na  et al., 2008),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안들

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선창국 등, 2011). 본 연구개발

에서는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매우 큰 항만 시설에 대

한 종합적 지진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지진경보 소프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 여러 주요 항만들에 대

해 적용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토대 마련 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 가속도 계측 자

료의 확보를 통해 항만 내진설계 근거 자료의 축적 기

반을 조성코자 하였다. 특히,  적용 대상 개별 항만들의 

시스템과는 구분되고 이들을 종합한 차별적인 항만 지

진경보 통합 시스템을 개발 구현하여, 향후 항만 확대 

및 외부 자료 공유 기반을 확립하였다.

2. 항만 지진경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

항만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진대응 방안 수립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시범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Sun et al., 2012). 각 항만별 개별 지진경보 시스템

의 합리적 개발 구현과 이들의 중앙 통합 및 주요 국가 

기관이나 외부 지진 관측 기관들과의 유동적 자료 연동

을 통한 종합적 대응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의 구현해

야 한다. 즉, 항만별 지진경보 시스템은 체계화된 통합 

및 국가적 네트워크 연계 기반의 지진대응 시스템의 기

본적 요소 프레임으로 고려하여 설계 개발되어야 한다

(선창국 등, 2011; 2012).

항만과 같은 해안 시설 영역에서의 지진대응 시스템

은 일반적으로 기준 부지나 시설물에서의 가속도 계측 

자료를 토대로 지진 가속도 수준에 따른 경보 대응 및 

정량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된다(선창국 등, 

2010). 그러므로 시설물이나 부지에서의 실제 지진 하

중의 크기를 상시 확인하기 위한 가속도 계측에 관한 

방안이 확립되어야만 지진 대응을 위한 경보 시스템의 

개발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Eskijian, 2006).

가속도 계측 자료를 단순 확인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용 컴퓨터가 이용되고 항만 시설물에 대해

서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진대응 시스

템은 국내 다양한 대상 항만 전체에 대한 종합화 및 기

관 자료의 공유 활용을 고려하는 통합 구성이다. 각 항

만별 지진경보 시스템을 기본 요소로 하여, 이들을 종

합하고 외부 기관과의 자료 공유 연계를 수행하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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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chitecture of Comprehensive Earthquake
           Alarm Response System for Ports

Fig. 2. Geographic Location of Target Ports

체계인 포괄적 지진대응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구성을 위한 근본 요소로서

의 지진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들을 본 연구개발의 

국내 적용 대상 9 개 항만들에 적용하였다. 또한, 개별 

항만 정보를 종합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 구현하였다. 

통합 시스템은 현재 시범적 항만 지진피해 예측 시스템

과 자료 기반의 연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항만 적용의 포괄적 지진대응 시스템 내에서 개별 항

만의 지진경보 시스템은 계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

하여 해당 항만 범위의 지역적 지진감시를 담당한다. 

또한, 이벤트(event) 발생 시 상황과 정보를 담당자가 

즉시 인지하도록 표출함으로써 지진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을 유도한다. 중앙 통합 시스템은 대상 항만들의 

자료 수신 통합이나 외부 자료 공유 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 예측과 같은 추가적 평가 시스템으로의 안정적 자

료 제공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을 고려

하고 최근 개발 운용되고 있는 국내 시설물 지진대응 

시스템들(선창국 등, 2009)을 분석하여 지진경보 소프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축 대상 항만들의 고유 특

성에 따라 일부 기능이나 표출 조건들의 개선을 통해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3. 개별 항만 지진경보 시스템 개발 구현

지진경보 시스템의 토대 자료를 제공하는 지진계측 

하드웨어 시스템은 많은 종류의 자료를 전송한다. 자료 

종류에는 지진파형 원시자료, 지반(지진)운동 특성 자

료, 관측소 상태정보 자료 등이 있다. 이 중, 실시간 지

진감시에는 압축 없이 빠르게 매초 전송되는 지반운동 

특성 자료를 사용하므로 전체 자료에서 이들 자료를 추

출해야 한다. 추출된 지반특성 자료 중 특히 최대지반

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를 이용한다

(선창국 등, 2011). 이 과정에서 미리 설정된 값보다 큰 

값이 수신되면 이를 이벤트로 간주하게 된다.

이벤트가 감지되면 즉각적인 경보를 통해 담당자가 

인지하도록 하고 적절한 대응에 필요한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벤트 감지시각 전후 일정시간 대의 

자료를 추출해 별도로 보관하고, 이벤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된다. 사용자

가 항만 시설 및 주변의 지반 운동을 실시간으로 쉽게 

파악할 있도록 직관적인 GUI를 구현하고, 모든 사용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조작을 필요로 하는 

실무 사용자 편의 도모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 자료 흐름 설계를 토대로 기능적 

완성도가 높은 개별 항만 대상의 지진경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관점의 중요성 및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Fig. 2에서와 같이  국내 9 개 

항만(인천항, 부산항, 목포항, 울산항, 동해항, 부산신

항, 포항항, 군산항, 광양항)을 적용 대상 선정하였다. 

시설물 영역에 대한 지진경보 시스템 의사 근거 자료가 

되는 가속도의 계측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로 대상 항

만 영역 내 대표 토사 또는 구조물 부지와 기준 암반 부

지의 2 개소 또는 3 개소를 대상으로 결정하고 개별 항

만별로 대상 부지의 지층 발달 환경에 따라 지표면 또

는 시추공 가속도 계측 하드웨어를 설치 구축하였다.

지진경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대상 시설물 영역 및 

주변 지반 또는 시설구조물에서의 지진 가속도 계측 자

료를 토대로 운영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의 총체를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진행되는 지진 의사결정 체계는 지진 환경을 고

려한 지역과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그 수준을 이원적으

로 결정해 놓는데, 시설물에 대한 수준은 최대가속도

(peak acceleration)로 표현되고 부지에서의 계측인 경



Fig. 3. Main GUI under Normal Conditions at a
           Port, Gwangyang

Fig. 4. Main GUI during an Event at a Port,
           Gwangyang

우 최대지반가속도(PGA)로 표현된다. 본 연구개발 대

상인 항만 시설물의 경우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세 단

계의 임계 수준에 대해 시설 운영중 관리자 주요 점검

부터 종합 점검 및 운영 중지까지 다원적 운영자 의사

결정을 소프트웨어 시스템 내에서 선택사항으로 우선 

수립 제시하였다.

이 연구개발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의 정보 접근 활용 편이성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

하여, Linux 운영체제 환경의 지진경보 소프트웨어 시

스템을 개발하여 개별 대상 항만들에 대해 적용 구축하

였다. 소프트웨어 작동 및 운영은 일반 개인용 컴퓨터

(PC)로 가능하나 대개 서버(server) 기능 PC나 안정적 

기능 확보를 위한 산업용 보드 탑재 PC가 이용된다.

가속도 계측 자료는 지진경보 소프트웨어 시스템까

지 시설 영역 내부 네트워크 통신 또는 가상사설네트워

크(virtual private network, VPN)를 통해 연결된다. 개

발 구축한 이 지진경보 시스템은 지진 이벤트 발생 시 

각 모듈별로 평상시와는 구분될 수 있는 차별적 가시화 

진행 및 자료 저장이 이루어진다. 즉, 지진 상황에 대한 

주요 자료 저장은 계측 되는 최대 가속도(본 연구에서

는 최대지반가속도인 PGA)가 정해진 임계 수준 이상

으로 정의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발생 시점의 전후 충분

한 시간대의 이력 자료로 저장되어 재가공 및 검토 과

정에 이용될 수 있다. Fig. 3은 적용 대상 9 개 항만 중 비

교적 최근에 구축된 광양항에 대한 지진경보 소프트웨

어 시스템 화면으로서, 대표적인 가시화 기능으로서의 

자료 수신 모듈의 GUI를 계측 가속도 원시 시계열 자료

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의사 결정 지표인 PGA의 크기는 왼쪽 패널과 오른

쪽 패널에서 동시에 다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 각

각 위성영상 기반 원(circle)의 크기와 평상시에는 접어 

숨길 수 있는 독립적 계측 막대(bar)의 높이 변화를 통

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GA 수준 

별로 색상을 다르게 표출해 사용자에 대한 효율적 가시

성을 확보하였다. 예시적으로 제시된 Fig. 3의 구성 외

에도 자료 수신 모듈 내에서의 상시 PGA 자료 조회나 

지진동 모니터링 모듈에 의해 자동 저장된 이벤트 자료 

조회도 사용자 지원 유용성이 확보된 주요 기능이다.

개발 적용한 개별 항만 지진경보 소프트웨어 시스템

의 정상적 성능 확인을 위하여 임계 수준 이상의 PGA 

값이 계측된 조건의 이벤트 상황에서의 자료 수신 모듈 

표출을 예시적으로 Fig. 4에 제시하였다. 이벤트 상황에

서는 각 계측 위치별 이벤트 발생 이후 현재 상황까지

의 PGA 최댓값을 자동으로 펼쳐지는 우측 패널의 추가 

표출 막대(bar)를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 표출 기능은 지진 발생 자료와 같이 시간에 따라 

정보가 변화하는 조건에서의 공학적 대표 지표의 직관

적 인지를 위한 차별적 효율화 방안으로 적합하다.

4. 항만 지진경보 통합 시스템 구축

항만을 포함한 국가 주요 시설들은 지리적으로 여러 

위치에 산재하게 되므로, 종합적인 정보 확인 및 관리

를 위한 중앙 통합 기능이 요구된다. 이 연구개발의 적

용 대상인 9 개소의 항만들 역시 지리적으로는 국내 각 

주요 거점지에 위치하여 자구적 운영과 관리가 진행되

지만, 지진경보 대응 측면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이나 

신속 조치 필요성에 따라 보다 전문가적인 중앙 관리 

매체와 시스템이 필요하다(선창국 등, 2010; 2012).

이러한 절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개발에서는 

각 개별 항만 내에서의 지진경보대응 뿐만 아니라 9 곳 

항만의 가속도 계측 자료를 통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네트워크 기반 연계를 통해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주관 연구기관에 구축하였다. 개발한 항

만 지진경보 통합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각 



Fig. 5. Main GUI of the Integrated Earthquake
           Alert System for Ports in Korea

Fig. 6. Display of Nationwide Acceleration Data
           Linked with the Integrated System for Ports

항만 시스템의 모듈 기능들을 포함하며, 9 곳 항만에서

의 총 19 개소 가속도 계측 자료를 포괄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자료 수신 모듈의 GUI를 Fig. 5에 제시하

였으며, 이벤트 미발생의 평상시 작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벤트 상황에서는 개별 항만 시스템에서와 같이 

각 계측 위치별로 이벤트 발생 이후 현재까지의 PGA 

최댓값을 우측 패널의 추가 표출 막대를 통해 함께 확

인할 수 있다. 중앙 관리 주체 수준의 자료 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은 이벤트 발생 시 개별 항만 상황의 신속 예

측 및 이에 따른 효율적 관리 대응을 가능케 한다.

현재 항만 통합 시스템에서는 9 곳 항만의 19 개소(암

반 대상 시추공 3 개소 및 토사 대상 시추공 1 개소 포

함) 가속도 계측 자료를 확인하고 이벤트 상황에 대한 

자동 처리 저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요소 

기능 외에도 이 통합 시스템을 토대 매체로 하여 국가 

지진가속도 자료의 연계 공유 체계를 개발하여 통합 시

스템 내에 Fig. 6과 같은 추가 표출 모듈로 적용 탑재하

였으며, 실제 국내 항만에서의 주요 지진 기록을 이용

한 공학적 피해 예측평가의 가속도 계측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공유 연계도 진행하고 있다. 

5. 결론

항만에 대한 차별적 지진 대응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가속도 계측 기반의 지진경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

발하고 국내 주요 9 개소의 항만들에 적용하였다. 각 개

별 항만별로 암반과 토사 지반 조건으로 파악된 2 개소 

또는 3 개소의 가속도 계측 자료의 지속 저장 관리나 추

가적인 자료 활용 공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능적 모

듈들을 개발 구성하였다. 항만별 지진경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최대지반가속도를 모니터링 지표로 하여 사

용자 편의성을 도모한 다양한 기능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별 항만 시스템 뿐만 아니라 체계적 관

리 및 향후 대외 자료 연계 공유를 위하여 9 곳 항만 자

료를 종합하는 중앙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였다. 개발된 개

별 항만 및 통합 지진경보 시스템의 정량적 의사 결정

은 실시간 전송 가속도 자료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또

한,  통합 시스템에는 국가 지진 가속도 자료 연계 기능 

모듈이 추가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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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의를 이용한 파랑 수리모형실험의 왜곡도에 따른 영향 고찰

The Effect of Distortion Ratio in Wave Hydraulic Experiment

Using Numer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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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예부터 연안역

을 개발해 왔으며, 연안역 개발 시 외해에서 내습하는 

파랑의 제어는 필수적이다. 해안구조물의 설계를 검증

하기 위한 방법은 현장 관측에 의한 방법, 수치모형실

험에 의한 방법,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우

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장관측에 의한 방법은 비

용, 시간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많다. 수치모형실험

은 많은 발달을 거듭해왔으나 현장 여건을 완벽히 재현

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수리모형

실험과의 병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수리모형실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상모형으

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공간의 제약과 충분

한 모형수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왜곡모형

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랑 수리모형의 연직방향 기하왜곡에 

대한 반사율과 투과율의 정량적인 결과가 아닌 정성적

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차원 수치모형을 사용하였으

며, 실제 수리모형실험에서 모형의 왜곡을 고려할 때 충

분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CADMAS-SURF는 2차원 비압축성 점성유체를 대상

으로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을 투과체 모형

(porous body model)에 근거하여 확장한 모델이다. 또

한 개발 시 수많은 민감도 분석과 실험결과의 검증을 통

하여 수치파동수로의 연구 및 개발(2003)에 수치해석에 

적합한 제원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수치해석상의 정

확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2. 수리모형실험

2.1 상사성
모형과 원형은 기하학적 상사성(geometric similarity), 

운동학적 상사성(kinematic similarity), 동력학적 상사성

(dynamic similarity)을 만족시켜야 한다. 운동학적 상사

성은 동력학적 상사성이 만족되면 자동적으로 만족된다.

2.2 왜곡모형
  왜곡모형이란 모형의 길이 축척을 두 가지를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직축척()을 수평축척()보

다 작거나 크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직방향의 

왜곡도()는 
로 표현된다. 대체로 넓은 면적을 대

상으로 하는 대형모형의 경우 수심이 작아지므로 왜곡

모형을 적용하게 된다.

3. 모형구성 및 실험조건

3.1 모형구성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안역 보존에 많이 사용되는 잠제

에 대한 반사율과 투과율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잠제주변

에서는 파의 반사와 전달, 쇄파, 회절, 월파 등과 같은 현상

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투과파와 반사

파에 대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연구는 2차원 

단면으로 하였으며, 지현변화에 따른 왜곡의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해 경사가 없는 평면상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3.1.1 수조 제원
모형수조는 길이 27m, 높이 0.8m로 하였다. 구조물

은 파장( )의 3배가 되는 9m 지점에 있으며, 수조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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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right Submerged Breakwater

(b) Mound Submerged Breakwater

Fig. 1. Dimension of water tanks and observation points

(a) Upright Type (b) Mound Type

Fig. 2. Dimension of submerged breakwater (G=1.0)

끝에는 3파장 길이에 해당하는 9m의 감쇄구간

(damping zone)을 설치하였다(Fig. 1 참조).

왜곡도에 따른 수치해석은 수조의 길이는 일정하며, 

축에 대하여 왜곡을 시켰다. 격자간격은 ≦/80, 

∆≦/50(정상모형 기준)으로 가변격자로 하였으

며 구조물 전후와 수면기준으로 진폭에 해당하는 구간

은 /=1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물리량 관측

은 조파경계에서 입사파 재현여부를 알아보았고, 구조

물 전면 기준으로 구조물 전∙후 1파장 위치에 관측점

을 두었다(Fig. 1 참조).

3.1.2 구조물 제원
본 연구에서 선택한 잠제는 직립제과 경사제로 2가지

를 선택하였다. 폭은 1.5m(1/2파장)이며, 경사제는 직립

제에서 양방향으로 1:2의 경사를 주었다(Fig. 2 참조).

직립제는 왜곡될수록 바닥폭( )은 일정하나 높이

()가 증가하므로 /가 1보다 작게 시작하여 1보다 

크게 된다. 경사제는 사면각( )이 점점 커져 완경사에

서 급경사로 변화한다.

3.2 실험조건 

3.2.1 입사파
본 연구에서는 파랑추산법의 기반으로 유의파 개념

이 도입되어진 이래 해안공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일 유의파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일 최고파법의 

개념을 적용하여 불규칙한 해양의 파를 유의주기와 유

의파 제원과 같은 규칙파로 대표시켜 적용시켰다. 





,  





정상모형(왜곡도 1)의 경우 파의 제원은 파고 0.04m, 

주기 1.5691s이며 파장은 3m이다. Table 1에 왜곡에 따

른 각 물리량의 변화를 수록하였다.

왜곡에 따라 파고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주기는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며 왜곡도 5.0부터는 일정하다

(Table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왜곡도를 1.0~5.0까지 

0.5 간격으로 변화시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G

Upright Submerged Breakwater (Unit : m) Mound Submerged Breakwater (Unit : m)

Reflection Transmission Reflection Transmission

Measured Change Measured Change Measured Change Measured Change

1.0 0.0163 - 0.0122 - 0.0051 - 0.0144 -

1.5 0.0171 0.0114 0.0183 0.0122 0.0050 0.0033 0.0217 0.0145

2.0 0.0127 0.0064 0.0332 0.0166 0.0011 0.0006 0.0342 0.0171

2.5 0.0100 0.0040 0.0395 0.0158 0.0021 0.0008 0.0420 0.0168

3.0 0.0083 0.0028 0.0558 0.0186 0.0013 0.0004 0.0549 0.0183

3.5 0.0072 0.0021 0.0733 0.0209 0.0009 0.0003 0.0734 0.0210

4.0 0.0073 0.0018 0.0835 0.0209 0.0025 0.0006 0.0864 0.0216

4.5 0.0100 0.0022 0.0965 0.0214 0.0064 0.0014 0.0980 0.0218

5.0 0.0120 0.0024 0.110 0.0221 0.0127 0.0025 0.1150 0.0229

Table 2. Wave height change of results by similarity law

Distortion 

Ratio

Wave

Length (m)

Wave

Height (m)

Wave

Period (sec)

1.0 3.00 0.04 1.5691

1.5 3.00 0.06 1.4477

2.0 3.00 0.08 1.4076

2.5 3.00 0.10 1.3938

3.0 3.00 0.12 1.3890

3.5 3.00 0.14 1.3873

4.0 3.00 0.16 1.3867

4.5 3.00 0.18 1.3865

5.0 3.00 0.20 1.3864

5.5 3.00 0.22 1.3864

6.0 3.00 0.24 1.3864

6.5 3.00 0.26 1.3864

7.0 3.00 0.28 1.3864

7.5 3.00 0.30 1.3864

8.0 3.00 0.32 1.3864

8.5 3.00 0.34 1.3864

9.0 3.00 0.36 1.3864

9.5 3.00 0.38 1.3864

10.0 3.00 0.40 1.3864

Table 1. Incident waves depending on distortion ratio 

3.2.2  반사파와 투과파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왜곡도에 따른 반사율과 투과

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입사파에 대한 반사율

()과 투과율()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Kobayashi and Wurjanto(1989)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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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

하는 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 


 각각의 최

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정상화 이후부터 한 주기 사

이에만 적용될 수 있는 다음 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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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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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관측치의 분석은 파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부터 구

조물에 반사된 반사파가 조파경계에 도달하여 재반사 

되기 전 구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조파경계

에서 처음 조파된 파는 군파의 속도로 전파되므로 군파

의 전파속도를 계산하여 반사파 및 재반사파의 도달시

간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4. 결과분석

4.1 반사파와 투과파

Table 2에 연직방향 왜곡에 따른 수치모의 결과로 얻

어진 잠제(직립제와 경사제)의 반사파 및 투과파와 상

사법칙에 따라 원형으로 환산(Table 1 참조)하여 결과

를 수록하였다.

정상모형의 모의 결과는 본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

이다. 정상모형에서 직립제의 경우 반사파는 0.0163m, 

투과파는 0.0122m, 경사제의 경우 반사파는 0.0051m, 

투과파는 0.0144m로 측정되었다. 반사파는 경사제가 

확연히 작게 나타났으나 투과파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왜곡도에 따라 투과파는 직립제와 경사제에서 비슷

한 양상으로 커지고 있다. 이는 수직방향으로의 왜곡이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조도는 작아지고 수심은 왜곡도

에 따라 증가하지만 물입자의 운동궤적은 지수함수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반사파의 경우 왜곡에 따라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파형경사가 커지므로 반사파가 작아지고 있다.

 경사제에서는 경사의 영향으로 직립제에 비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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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ight Type Mound Type

Reflection

Ratio

Transmission

Ratio

Reflection

Ratio

Transmission

Ratio

1.0 0.436 0.326 0.133 0.375

1.5 0.292 0.312 0.082 0.357

2.0 0.149 0.389 0.013 0.397

2.5 0.098 0.387 0.020 0.396

3.0 0.069 0.461 0.010 0.437

3.5 0.051 0.519 0.006 0.507

4.0 0.046 0.524 0.015 0.533

4.5 0.057 0.547 0.036 0.551

5.0 0.063 0.383 0.066 0.408

Table 3. Ratios of reflection and transmission 

정도가 확연히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왜곡도가 3.0보

다 커지면서 반사파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왜곡도 

3.0에서부터 심해역으로 바뀌면서 물입자의 운동이 해

저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사제의 경우 왜곡도 3.0 이후부터 직립제와 유

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완경사에서 급경사로 바뀌면

서 사면의 영향이 미미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관계식 도출

왜곡에 따른 잠제의 반사파와 투과파를 측정하여 

Table 3에 반사율과 투과율로 나타내었다.

투과율은 변화하는 경향이 일관적이나, 반사율과 왜

곡도 2.5를 기준으로 경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왜

곡도 2.5를 기준으로 상대수심에 따른 파의 특성이 바

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변화량은 천이역에서는 

크지만, 심해역에서는 작게 나타났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왜곡도에 따른 입사파의 반사율과 투

과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립제와 경사제 잠제

에 대하여 왜곡도를 1.0~5.0까지 0.5씩 변화시켜 수치해

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투과파는 왜곡에 따라 증가하지만, 반사파는 

심해역와 천이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천이역인 왜곡도 

1.0~2.5까지는 반사파가 줄어들지만, 심해역이 되는 왜곡

도 3.0부터는 반사파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할 때 왜곡모형은 가능한 피하

는 것이 좋으나, 피치 못하게 왜곡모형실험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왜곡모형 파랑실험에서는 왜곡도를 결정할 때 상대

수심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사법칙을 적용한다 하더라

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3

차원 평면수리모형실험에서는 회절과 굴절에 따른 영

향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자료는 왜곡수리모형실험의 

결과 분석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불규칙파 적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하며, 

평면상에서 회절과 굴절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수치해석의 검증 

후 정량적인 결과를 알아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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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내   용 일자

1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
‘11.9.21

2 대피소, 대피로, 표지판 등 정비 ‘11.9.21

3
“동해안 지진해일 대비 허술” 

언론보도
‘12.3.8

4
소방방재청장, 지진해일 대피지구 

삼척 임원항 점검
‘12.3.12

5
동해안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언론
보도 계기 지자체 추진실태 시도점검

‘12.3.26

~4.4

6 정부합동점검 실시
’12.4.16

~4.18

7 점검결과 설명 및 지침개정 회의 ‘12.5.17

8 긴급대피장소, 대피로, 표지판 등 정비
‘12.5

~11월

9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개정
‘12.7.25

10
지진해일 대비태세 관련 정부합동 

점검단 지적사항 이행실태 시도점검
‘12.11.5

~11.14

11 중앙점검실시
‘12.11.20

~11.22

12 표지판 재정비 ‘12.12~

Table 1.  지진해일 주민대피계획 추진경과

강원지역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황분석

조시범1, 박하용2, 박형성3 , 김동석4 

1. 서  론

2011년 동일본 지진에 따른 규모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상존하는 지진해일 피해에 

응하고자 국립재난안 연구원은 지진해일 피해 측에 

한 연구에 집 하여 동해안 주요 43개소에 한 시나리오 

기반의 지진해일 응을 한 침수 상도 작성  지진해일 

응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 다. 한, 소방방재청은 

지진해일 응시스템을 업에 활용하고, 과거 지진해일 

피해가 있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구에 한 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수립지침을 

제·개정하 다. 이에 따라 동해안에 인 한 지자체는 

주민 피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피소, 피로, 

안내표지  등을 설치  보완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국립재난안 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주민 피계획의 합성을 지자체 담당자와 장 검 

 의를 통해 지속 으로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강원지역에 분포한 주요 지역별 장조사  검을 

통해 지자체별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황을 

분석하 다.

2. 지진해일대비 주민대피계획

2.1 주민대피계획 추진경과

2011년 3월 동일본 연안에서 규모9.0의 거  지진  

지진해일로 2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경제 피해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상존하는 지진해일 피해에

응하고자 소방방재청 지진방재 에서는 지진해일 비 

피계획에 한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지진해일 비 

피계획에 한 추진경과를 Table. 1 과 같이 나타냈다. 

2.2 지진해일 대피 개념

지진해일 발생시 지진해일에 한 피 시간개념을 

3단계로 구축하여 Fig. 1 과 같이 제시함

1단계, 지진해일 발생시 기상청에서 측,분석, 단 하여 

발생원부터 지진해일 특보발표

1
 국립재난안 연구원 방재연구실 / 연구원 / tlwja85@korea.kr

2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사무

3
 국립재난안 연구원 방재연구실 / 연구사

4
 국립재난안 연구원 방재연구실 / 연구원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지진해일 대피 시간개념

시군구별 대상지역

강
원
도

소   계 13개소

고성군 거진지구, 아야진지구

속초시 장사지구, 청호1지구

양양군 수산지구, 기사문지구

강릉시 사천뒷불지구, 안인진항지구

동해시 부곡지구, 추암지구

삼척시 초곡지구, 기사문지구,작전지구

Table 2.  강원지역  현장점검 대상지역

Fig. 2.  현장점검 대상지역 위치도

2단계,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하여 지진해일 

상최 고와 도착시간을 동시에 동해안지역 등 

해당·군·구에 특보 발표 통보

3단계, 상황   주민 피 실시(특보발표 2분후)  

- 앙재난안 책본부, 시·군·구 재난안 책본부  

   비상체계 가동

- CBS 등 재난방송 매체를 활용한 경보발령

-해당지역 경보사이  발령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통한 피안내방송 실시

-주민 피계획에 따라 상지구 주민 피

-지역본부 상황실 비상체계 가동

※ 지진해일 특보발표 후 30분내 피 완료

2.3 항목별 주요사항

① 지진해일 긴 피소

지진해일 상황 발생시 피소까지 10분 이내에 안  

확보가 가능하며,  가  해발고도 10m 이상인 곳에 

치하여야 한다. 한  해안가 면에 치한 건물이 

아닌 2열 이후 내륙에 치한 내진성능을 갖춘 RC 는 

SRC 구조형식의 건물이며, 가  24시간 근이 가능하고 

사 에 소유자와 사 의하여 지정함.

② 피로 지정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천과 로를 횡단하지 않고, 

해안선과 직각방향으로 피로를 선정하여 피장소까지 

가능한 최단 이동경로를 확보한다. 한 주민 피시 혼잡이 

상되는 주택 집지역은 피행동에 장애가 되므로 피함.

③표지

지진해일 피안내표지 임을 병기하며, 피안내 , 

피장소 표지 , 피로 표지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한 표지 은 반사지를 이용하여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피안내 은  1km간격으로 설치함.

④ 피안내요원 지정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 장에 신속히(5분이내) 도착

할 수 있도록 피안내요원을 피장소, 피로, 객, 

재해약자 등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객이 집 되는 지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피한내요원을 지정한다. 

⑥훈련·홍보

지진해일 발생  단계부터 피완료 단계까지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상지구의 주민과 담당자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피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3. 지자체별 주민대피계획

3.1 지진해일 대피 개념

지진해일 피체계는 지진해일 범람에 한 공학 인 

이해와 상 험도에 한 객 인 근거에 따라 수립

되어야 하지만  피체계수립근거에 충족하지 못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본 장조사에서는 지진해일 비 주민

피계획 수립지침 개정 통보에 따른 주민 피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Table 2와 같이 강원도 시·군·구 13개 

지구 하여 장 검을 실시하 다.

3.2  지자체별 주민대피계획 현장점검

1) 고성군 거진지구

거진지구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거진항 배후로 활어센타와 



Fig. 3.  거진지구 대피현황

Fig. 4.  장사지구 대피현황

마을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재해 발생시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안내 : 거진지구의 피안내 은 거진항 인근 

회센타와, 거진해변 2곳에 치하고 있으며 2곳 모두 

해안선과 정면으로 설치되어있어 객으로 하여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할 것으로 단된다.. 

* 피소: 피소로 선정된 거진 학교는 가진항에서 

600m 이내에 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 10m 이상인 

지형에 치하고  있어  침수 상 지역의 최  피인원을 

고려하 을 경우에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로: 거진지구는 피 경로상 피안내 표지 이 

잘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안내표지 을 확인 후 피소까지의 

이동경로는 비교  완만하고 피시에 당황하지 않고 

피할 것이라 단된다.

2) 속초시 장사지구

장사항의 배후에는 활어회센타와 숙박시설이 집

되어 있었다. 한 상가시설 주변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장사항과 주변 상가시설과의 거리는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재해 발생시 많은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안내 : 장사지구의 피안내 은 객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사항 남방 제 인근 해안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설치 치 한 해안선과 정면으로 

설치되어있어 객으로 하여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피안내 표지 에서 

피소까지의 거리와 피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추가 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 피소: 장사지구의 지정된 피소는 행경 충혼탑, 

우림연립, 속 고등학교 총 3곳으로 해발고도 10m 

이상인 지형에 치하고 있었으며, 장사항에서 가장 가까운 

해경 충혼탑 피소는 100m 이내에 치하고 있다. 

피거리가 가장 먼 속 고등학교 까지의 피거리는 

장사항에서 500m 이내에 치하고 있었다.

* 피로:장사지구는 피 경로상 피안내 표지 이 

정히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안내표지 을 확인 후 

피소까지 10분 이내에 피할 수 있는 정 거리에 

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림연립 피소와, 속 고등

학교의 피소는 편도2차선의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문제 이 있었다.

3) 양양군 수산지구

수산지구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수산항에 요트마

리나 시설이 들어서면서 객의 이목을 받기 시작한 

지구이다. 수산항의 배후에는 작은 횟집들과 숙박시설,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작은 어 마을이다.

* 피안내 : 장사지구의 피안내 은 수산항 배후 

수산해변공원에 설치되어 객이나 지역 주민으로 

하여  효율 인 정보를 제공 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피소로 지정된 수산리 야산1과 야산2의 

피시 이동거리를 표기되어 있지 않아  추가 인 보완

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 피소: 피소로 선정된 야산1과 야산2는 피안

내 에서부터 300m 이내에 피소가 치하고 있으며, 

수산항 배후의 해발고도 10m 이상인 야산에 치하고 

있었다. 한 마을 배후에 치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 할 것으로 단된다.

* 피로: 수산지구의 피로는 비교  완만한 언덕

길을 올라가는 구간이며, 비교  좁은 골목길로 선정되

어 있었다. 한 야산2 피장소로 이동시에는 가 른 

언덕길을 지나 패피해야 하므로 재난약자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단된다.



Fig. 5.  수산지구 대피현황

4. 결론

2011년 3월 일본 연안에서 발생한 거  지진  지진

해일로 2만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이로 인한 원진시설 

괴  방사능 출로 인한 사회․경제  피해가 발생한 

지진해일은 우리에게 지진해일에 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강원도 시·군·구 13개 지역에 한 

지진해일 피  비 응체계 분석에 한 장 

검을 실시하 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지진해일 피안내 은 장 검 상지구에서는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몇 몇 지구

에서는 지진해일 피안내표지 에서 피경로  

피시간 기입이 빠져있어 정보습득에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지진해일 피소는 부분 지진해일 피안내 

표지 에서부터 10분정도 거리 이내로 비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시 빠른 시간내에 피가 가능

할 것으로 단되었다.

본 장조사에서는 지진해일 장 검을 통해 개선

사항  문제  등을 장에서 분석하여 정성을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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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 인 한 소하천 설계홍수  산정 방안

문승록1, 양승만2, 최승용3, 강주환4

1. 서  론

  최근 집 호우  태풍 내습에 의한 하천재해의 

부분은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하천

의 정비  리 요성이 두되고 있다. 재 우리나

라의 서해안 지역은 지형  특성상 바다로 바로 유입되

는 소하천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재해 방 등을 

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소하천설계기 (소방

방재청, 2012)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감조하천 구

간은 조 로 인한 극심한 수  변동이 상되므로 수심

측량과는 별도로 조 측 자료 등을 분석하여 하천설

계에 반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조하

천 수 -유량곡선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석의 

향을 받는 지 에서의 유량측정과 수 -유량곡선의 

개발방법에 해서는 하천 련 업무의 요한 지침인 

하천시설기 이나 하천설계기 에서도 자세히 언 되

지 않고 있다(조홍제 등,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

안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을 심으로 하천설계기 (국

토해양부, 2009)에 명시된 하구의 하도 계획홍수  결

정 방법과 연계하여 설계홍수 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2. 감조하천 관련연구

감조하천은 조석 의 직  향으로 자연하천과 달

리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흐름특성을 보인다. 흐름이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며, 유속분포는 왜

곡되어 수면 근처보다는 하상 근처의 유속이 큰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한 만조시 수면 경사는 바다의 조

가 하천의 수 보다 높은 역경사를 보이고, 수  변화

량은 조 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복잡한 흐름특

성을 보인다. 

이주헌 등(1998) 등은 낙동강 하루부의 감조구간에 

한 홍수해석을 통해 동일한 홍수사상에 하여도 조

가 어떠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가에 따라서 구포수  

 삼랑진 수 는 조 에 의해서 향을 받게 되며, 

한 동일한 조 의 조건에 해서도 상류측의 흥수 유입

량의 규모에 따라서도 조 에 의한 배수  향이 다르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류함

수 모형에 의한 홍수 경보 운 시 구포  삼랑진 지

의 수  측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단되며 이

에 한 안으로서 감조부 하도에서는 수리학  홍수

추  모형의 용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 다. 

조홍제 등(2000) 등은 조석의 향을 받는 울산수

측소 지 에서 실제 유량을 측정하고 수  수 -유

량곡선을 개발하 다. 조석에 의해 유량이 불규칙한 지

에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  수 -유량 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었으며, 유량의 수   수 와 

조 의 수면차로 나타내는 다 회귀식을 용하여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석의 향을 받지 않는 수

측소의 수취  유량은 3~10일의 선행 강우량과 높

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조구간에 

치한 울산 수 측소는 조석의 향에 더욱 민감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수 측소 지 에서는 조석의 

수  수취-유량 계에 향을 미치며 특히, 간조시에 

뚜렷한 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흐름특성은 감조구간의 하상변동, 생태환

경, 수질 등에 큰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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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이신재 등(2010)은 감조하천 구간에서 3

차원 유속측정장비인 ADCP로 측정된 자료  수

측소의 수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수 변

화량  유속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수면경사, 수 변

화량 등과 유량과의 계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한 해수의 향을 받는 감조하천의 흐름은 조석 에 의

해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고, 짧은 시간에도 흐름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량, 유속 등을 조사하고 분

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이에 한 조사  연구가 많지 않으며 부분 수 -유

량 계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문조사는 효율 이

고 안정 인 물 리를 한 기 자료로서 매우 요함

에도 불구하고, 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가하천 

 방재상 요 하천유역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

서 국내에서는 지방하천, 특히 해안유역 지방하천의 수

문조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하천설계기준 검토

하천설계기 (2009)에서 ‘하구처리계획과 책을 수

립할 때 필요한 하구조사 항목은 랑조사, 하구수 조

사, 하구유량조사, 조 (潮位)조사, 표사조사, 하상재료

조사, 수질조사, 풍향·풍속조사, 하천·해안지형조사, 비

사(飛砂)조사, 하구 흐름조사, 기타 등이 있다.’ 라고 명

시 되어 있다. 하구조사는 하천측면에서 하구 막힘, 하

구제방 건설 등과 같은 하구처리계획과 하구처리공법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별첨 Table 1과 같이 조사한다. 

감조하천의 설계를 해서는 조석 의 향으로 자

연하천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흐름을 이루는 특

징이 있어 감조하천구간의 하천설계를 해서는 하천

과 바다 두 역의 흐름  수리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홍수량 이하의 유량을 유하시켜야 하며 한 조석

의 향을 고려하여 계획홍수 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계획홍수 의 결정을 해서는 태

풍에 의한 폭풍해일 는 지진해일의 내습이 상되지 

않는 지역은 계획홍수량이 유하 할 때의 조 (즉, 조

평균만조 )와 하구의 제반 손실수두의 합을 기  홍수

로 하여 부등류 계산에 의해 각 지 별로 추정한 수

를 기 으로하며,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 는 지진해

일의 내습이 상되어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에서는 일반 으로 설치할 제방에 해 안 하도록 하

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계획제방고 = 하천설계기  18.5

에서 결정한 계획홍수  + 제방여유고), (계획 제방

고 = 계획 고조  + 최 조 편차 + 랑고) 에서 높

은 값을 계획제방고로 하고 있다.

(1) 하구 계획홍수 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검토사

항은 계획홍수량이 유하할 때의 조 ，부등류 계

산의 출발지 과 기 홍수 , 출발지 에서 바다

로 들어서면서 손실되는 제반 손실수두의 합계, 

그리고 하구하도의 조도계수 등이다.

(2) 계획홍수량이 유하 할 때의 조  는 하구 계획

조  

    ➀ 하구조 와 홍수량은 서로 독립된 사상으로 생

각한다. 따라서 계획홍수량과 만나는 조 는 계

획홍수량에 계없이 개수 상 지역의 요도 

따라 안 한 값을 채택한다.

    ➁ 하구계획조 의 결정법은 과거에 발생한 조  

에서 발생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여 선정한 

최고조 , 태풍 등에 의한 고조가 발생하지 않

을 때는 조평균만조 , 고조나 지진해일의 

향을 받을 때 조평균만조  + 최 조 편

차( 는 고조 조 편차), 하구 조 기록과 유량

기록이 충분할 때는 연최 조 에서 개수규모

에 상당하는 확률수 , 그리고 홍수시 최 조

에서 개수규모에 상당하는 확률수  에서 

선정한다.

    ➂ 재 국내에서는 하구계획조 로서 과거 최고

조  는 조평균만조 를 선정하는 것이 일

반 이다. 그러나 ➀의 독립된 사상 ➁의 연최

조 에서 개수규모에 상당하는 확률수  등

을 고려할 때 측된 조 기록을 이용하여 개

수계획빈도에 해당하는 조  빈도분석을 시

행， 검토하여 ➁의 조  결정법 에서 선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개수 상 지역의 

경제성， 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평균만조

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분한 검토가 수

행되어야 한다.

조 조사는 하구에서 계획조 를 책정하기 한 자

료를 획득하기 하여 실시하며, 해운항만청에서 발행

하는 수로연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하구부근의 평균조

, 조평균만조 , 조평균간조 , 기상에 의한 조

 편차를 구한다.

(1) 일반 으로 하도 설계를 하여 조 를 다시 

측하여 이용하기보다는 해운항만청에서 발행하

는 ‘수로연보’에 있는 조 기록 산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평구조 , 조평균만조 , 조평

균간조 와 같은 천문조는 ‘수로연보’에 제시된 

값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2) 조 표에 기재된 검조소 이외의 지 에서의 조

를 인근 검조소 값을 추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기상에 의한 조 편차를 추정하는 방법은 2가지

가 있으며, 그  하나는 그 동안 내습한 태풍을 

검토하여 모형화한 태풍을 이용하여 동력학 으

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기록을 

이용하여 경험식에 의해 추산하는 방법이다.

소하천설계기 (2012)에서는 바다로 유입되는 감조

하천 구간은 조 로 인한 극심한 수  변동이 상되므

로 수심측량과는 별도로 조 측 자료를 분석하여 수

심측량 성과의 보정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3. 소하천 공사시 계획홍수위 산정

소하천을 비롯한 부분의 하천공사 실시를 해  계

획홍수 를 산정하기 해서는 계획구간의 말단 지

수 인 기 홍수 를 결정해야 하며, 기 홍수  산정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유량측정 성과가 있는 지 에서 수 -유량곡선에 

의한 방법

② 홍수흔  수 를 이용하여 시행착오법으로 구하

는 방법

③ 조 의 향을 받는 하구에서 조평균 만조 +

여유고로 산정하는 방법

④ 하류로부터 부등류 계산으로 기 산정된 수 를 산

정하는 방법

⑤ 등류수심을 구하여 기 홍수 를 산정하는 방법

⑥ , 보 등 수공구조물(지배단면이 발생하는 구조)

이 있는 구조물의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구하는 방법

⑦ 기왕 최 홍수   기설제방고를 고려하여 정하

는 방법

⑧ 상·하류 홍수 를 이용하여 수면 구배를 고려하

여 정하는 방법

서해안에 인 한 보령시의 소하천은 지역 인 여건

이 서해와 천수만 등 바다와 해 있는 실정이고 많은 

수의 소하천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빈도별 유량에 의해 형성되는 합류지 의 수 를 등류

로 가정하고 등류수심에 의한 빈도별 수 와 조평균 

만수 를 비교하여 높은 수 를 기 홍수 로 채택하

기도 한다(보령시, 2002). 

Fig. 1은 충남 보령시 수치표고  성 상을 보이

는 것으로 서해안에 인 한 지형은 경사가 다소 완만하

며, 해안으로 바로 연결되는 소하천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보령시 천북면의 경우 소하천 총 23개 에서 8개 

소하천이 해안으로 연결되어 조석의 향을 받는 것으

로 악되었다(Table 1 참조). 

(a) 수치표고모델 (b) 위성영상

Fig. 1. 보령시 GIS DB 구축

 Table 1. 보령시 천북면 감조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연장(m)

1 동산천 4,820

2 시거리천 2,050

3 사정천 915

4 판문천 1,830

5 수철천 3,350

6 호동천 2,070

7 면화천 2,900

8 화덕천 1,170

4. 결론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은 지형  특성상 바다로 바

로 유입되는 소하천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재해 방 

등을 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추후 보완 연구를 통해 해안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을 

심으로 하천설계기 (국토해양부, 2009)에 명시된 

하구의 하도 계획홍수  결정 방법과 연계하여 설계홍

수 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구처리공법

주요 조사항목

도류제 인공

굴착
암거 수문

치수용 수운용

파랑
유의파의 일평균 빈도분포 ○ ○ △ ○ △

파향의일평균 빈도분포 ○ ○ △ ○ △

유량

평수시 일평균유량 ○ ○ ○ ○ ○

입퇴조량(入退朝量) ○ ○ ○ ○ ○

홍수유출시 시간유량 ○ ○ ○ ○ ○

수위
평수시 일평균수위 ○ ○ ○ ○ ○

홍수유출시 시간수위 ○ ○ ○ ○ ○

조위

평균조위 ○ ○ ○ ○ ○

대조평균간만조위 ○ ○ ○ ○ ○

기상에 의한 조위편차 ○ ○ ○ ○

표사 연안표사의 양과 방향 ○ ○ ○ ○ △

하상질 입경분포 ○ ○ ○ △ △

수질 수질분포 △ ○ △ △ △

풍향

풍속

매시 풍향, 풍속, 최대풍속 △ △ △ △ △

이상기상시 풍향, 풍속, 태풍 △ △ △ △ △

하천·해안

지형측량

등심선도(해역) ○ ○ ○

등고선도, 종단도(해역) ○ ○ △

정선(汀線) 경년변화도 ○ ○ ○ ○

하도종횡단도 ○ ○ ○ ○

하구

종·횡단

측량

사주변화를 나타내는 평면도 ○ ○ ○ ○ ○

평수시 하구개구부 횡단도 ○ ○ ○ ○ ○

평수시 하구부 종단도 ○ ○ ○ ○ ○

유출직후 하구개구부 횡단도 ○ ○ ○ ○ ○

유출직후 하구부 종단도 ○ ○ ○ ○ ○

비             사 △ △ △ △

수리모형실험 △ △ △ △ △

별첨 Table 1. 하구처리공법에 필요한 조사항목(하천설계기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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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Radar를 이용한 장주기파랑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long period wave characteristics using Ocean RADAR

배형민1, 조용준2, 신범식3, 김규한4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너울성 고파랑은 구조물에 의한 해안침식과 더불어 해안침식의 주원

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동해안의 삼척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Ocean Radar를 이용하

여 장기간 파랑관측을 실시하고, 대상해역에 내습하는 장․단주기파에 대한 현장관측을 통하여 장․단주

기파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파랑관측은 대상해역 전면에 Ocean Radar를 2개소에 설치하여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사용된 장비인 

WERA (WavE RAdar)는 2000년 독일 Helzel사에서 개발된 Array type의 HF-RADAR로 24.525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였다. 

장기간 연속된 관측된 자료의 취득률을 분석해본 결과, 두 Site의 중심에서 약 24km이며, 약 27km의 

범위 내에서는 Wave 자료가 90% 이상 취득되었으며,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결측된 시간이 거의 없으

며, 튀는 유의파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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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방파제의 충격 쇄파압 검토

Investigation of wave impact pressure on Caisson type breakwaters

심규태1, 김규한2,신성원3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압 중 파랑과 기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충격쇄파압은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각각의 형상을 구분한 연구(Oumeraci et al, 1995)가 진행되었으며, H. Oumeraci는 충격파압을  air 

pocket 형식을 포함하여 3가지 형상으로 구분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습하는 파랑에 대해 직립벽

(유공케이슨을 포함)의 경우, 부분적으로 공기가 압축되어 발생하는 Bagnold형과 물이 직접 표면에 부딪

혀 발생하는 Wagner의 충격쇄파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형상에서 발생되는 파압에 대한 이론적 추정식과 실험결과와의 비교는 정상파(standing wave) 

및 쇄파파(breaking wave)과 같이 반복적인 하중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Goda식(Goda, 1985)이 

적용될 수 있으나, 충격쇄파압의 경우, 기존의 Goda 식에 수정계수를 반영한 방법(Takahasi et al, 1993)

을 적용하고 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Impact load가 재현시간내에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경우, 정수압의 최대 10배 이상

의 값을 보이기도 하며, 방파제의 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충격쇄파압에 대해 현장관측

이나, 많은 수리실험이 진행되어 왔으나,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하여도 측정된 불규칙파 시계열 자

료의 통계적 특성 때문에 파압이 매우 다양하게 측정되므로, 그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확률통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초과확률분포(exceedance probability) 기법을 도입하여 구조물에 미

치는 충격쇄파압을 발생확률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 Cox와 Scott(2001)은 초과확률 분포를 해안구조물에

서의 월파에 적용하여 해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슬릿형 케이슨 방파제에 전면과 상치에 미치는 충격쇄파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차원 단면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축소모형을 수조에 설치하고 슬릿 전면과 상치 등에 파압계를 

설치하고 불규칙파에 의한 파압의 시계열자료를 획득한 후 초과확률 분포를 계산하여 확률 2% 와 5%에 

해당하는 파압의 특성을 충격파압의 형태를 고려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해안구조물에 미치는 파압

의 불규칙성을 최대파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확률통계적 특성을 통한 접근으로, 구조물 설계에 필요

한 충격쇄파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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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파랑관측자료를 이용한 동해안 파랑특성고찰  

Wav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lone-term wave observation data in the 

East Sea 

신범식1, 이지연2, 정현준3, 김규한4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너울성 고파랑은 해안침식의 주원인

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동해안의 삼척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Ocean Radar를 이용하여 장기간 

파랑관측을 실시하였다. 장기파랑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파랑 관측을 위하여 임원항(Site A)과 후정리 

해변(Site B)에 HF-RADAR를 설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WERA (WavE RAdar)는 2000년 독일 

Helzel사에서 개발된 Array type의 HF-RADAR로 24.525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였다. 각 Site는 4

기의 송신기와 8기의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는 8 channel 시스템이다. Site A의 중심빔 방위각은 95.8°이

며, Site B의 중심빔 방위각은 37.3°로 중심각을 기준으로 ±60°방향이 관측된다. 각 Site는 30분 주기로 관

측이 되며, Wave와 Current data가 생성되며(설정에 따라 취득시간간격은 변경할 수 있음), Wave는 최

대 약 27km, Current는 최대 약 48km의 관측 범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150KHz의 대역폭을 사용하여 

1km 간격의 격자 해상도를 갖는다.

파랑 관측 자료의 정량적인 관측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 7월 30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275일 동안 관측된 자료의 취득률을 분석해본 결과, 95% 이상 Wave 자료가 취득된 범위는 두 Site의 중

심에서 약 24km이며, 약 27km의 범위 내에서는 Wave 자료가 90% 이상 취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HF-RADAR의 파고 및 파향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결측된 시간은 1% 미만이었으며, 

계측범위내에서 유의파고는 안정적으로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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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에 의한  해안침식 유형 및 특성분석 

The Characteristics of Beach Erosion caused by  the Vicinity of Breakwaters

이기희1, 서진성2, 김규한3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너울성 고파랑은 해안침식의 주원인

이 되고 있다. 이러한 너울성 고파랑을 제어하기 위한 방지시설로 수면에 침수된 구조물인 잠제를 선호

하고 있는 추세이다. 잠제의 주기능은 외해로부터 내습해오는 파랑을 제어하고, 연안역의 흐름을 변화시

켜 해안침식방지를 도모한다. 아울러, 잠제는 친수성 구조물로써 해안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바다의 조망권

을 확보하고, 해수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침식성 해안에 잠제를 설치 할 경우 설치 위치 및 잠제의 크기 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효과

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예측 방법으로 수치모형실험과 수리모형실험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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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백사장 인근에 설치된 방파제와 그 증설로 인해 발생되는 해안침식의 특성을 실제 해

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 대책안의 설치 유․무에 따른 해황의 변화를 비교ㆍ분석 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실제 두 지역은 동해안과 남해안으로서 기본적인 외력조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구조

물의 건설이 해안침식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이 나타났으며 대책안의 설치에 따른 해빈류 패턴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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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폐쇄성 해역의 물질수지 산정과 수질개선방향   

Water Quality Management Plan through Mass Balance analysis in 

semi-closed bay

신범식1, 김규한2

폐쇄성 해역의 경우, 연안개발에 따라 해수교환율 변화에 의한 영양염의 증가, 염분의 변화 등 만내 

수질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질변화를 검토하기 전에 현재 대상해역의 물질수지를 분석하여 환경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질보전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우선, 대상해역 내부 및 외해에서 수행된 계절별(2,5,7,9월) 수질조사자료를 토대로 반폐쇄성 내만의 물

질수지(Mass Balance) 검토한 결과, 대상해역은 외해로부터 만내로 유입되는 영양염 보다는 저질 용출 

영양염, 육상 및 하천 유입 영양염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만내 영양염 유출저감을 위해서는 반

폐쇄성 내만의 주요한 수질변화는 만입구부를 통한 유입보다는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입구가 좁고, 조지면적이 넓은 해역에서의 부영양화에 미치는 영향요소는 크게 만입구로부터 유입 및 

유출, 하천으로부터의 유입, 저질로부터의 용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 주요한 수질변화는 만입구

부를 통한 유입보다는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천으로부터의 유입되는 육상오염원과 저질로부터의 

용출에 의해 질소의 경우 년간 728.963ton, 인의 경우 43.031ton이 만내에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  분 T-N(t/year) T-P(t/year) 비고

만입구를 통한 유입, 유출 -22.803  -1.529
단면부유사 및

수질조사자료

하천으로부터의 유입 500.116  41.934
육상오염원

(배출부하량)

저질로부터의 용출량 251.650 251,650 저질용출실험

내부반응 및 Sink에 의한

해수중의 내부 영양염
728.963 43.031

따라서, 개발로 인한 수질환경변화에 대해 현상태로 유지 또는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저질로부

터의 용출부하와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입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안에 대해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수치모의

를 통해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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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좌장 : 전봉환(KIOST)

기획2-1 해저보행로봇 CR200의 개발과 수중탐사 활용 방안
전봉환, 이판묵, 김방현, 심형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2-2 CR200의 자세 제어를 통한 수중 탐사 장비의 여유 자유
도 생성 및 활용 기법
심형원, 이경목, 유승열, 전봉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2-3 CR200 다리 겸용 로봇팔의 수중 관절 구동 제어 시스템 구현
강한구, 심형원, 유승열, 전봉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2-4 수중구조물의 3차원 프로파일링 결과와 CR200 연동 운용
전략
백 혁, 김보람, 박진 , 전봉환, 이판묵(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2-5 CR200의 악시계 극복을 위한 고해상도 초음파 카메라의 운용에
관한 연구
박진 , 백혁, 최고, 전봉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좌장 : 김정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획2-6 CR200 탄소섬유 복합소재 프레임의 고유진동 해석
유승열, 전봉환, 심형원, 이판묵(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2-7 다관절 해저로봇 CR200의 연성 실시간 제어를 위한 원격
운용 소프트웨어의 구현
김방현, 박성우, 이판묵, 전봉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2-8 6족 보행 로봇 LCR200 의 CoP 제어기 설계
김정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획2-9 Fault Detection for Underwater Hexapod Robot Based
on PI Observer
Woo-Young Jeong, Pandu Sandi Pratama(Pukyong National
University), Bong-HuanJun, Sang-Bong Kim(KIOST)

기획2-10 다관절 해저로봇LCR200과 시뮬레이션 모델의 시스템 일치
지원석, 공진 , 조백규(국민대학교)

좌장 : 김양욱(삼성중공업)

기획3-1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진출전략과 EPCIC and O&M Soft-
Landing
김양욱(삼성중공업)

기획3-2 제작공사 대비 EPCI 공사 시 고려할 외주비용의 국산화
박예구(PM)

기획3-3 프로젝트 초기 Concept 결정을 위한 통계적 접근
강희석(삼성중공업)

기획3-4 북해 공사 적용 Rule &@Regulation
이화룡, 최 훈(DNV)

좌장 : 김양욱(삼성중공업)

기획3-5 부유식 탑사이드 모듈 지지구조 연구
주주경, 김병국(삼성중공업)

기획3-6 해상풍력 하부구조 초기설계 기법
조호 (삼성중공업)

기획3-7 Cargo Offloading 안전설계
전광헌(삼성중공업)

기획3-8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개발 현황 및 조선해양 사업 전략 연구
오재경(삼성중공업)

기획3-9 Main Power Generator Prime Mover Study
양한길(삼성중공업)

5월 24일(금) 

좌장 : 허동수(경상대학교)

기획1-1 On countermeasures against beach erosion and for
coastal disaster mitigation
Norimi Mizutani(Nagoya Univ.)

기획1-2 The Development of Monitoring Technique for East Coastal
Erosion
김인호(강원대학교)

좌장 : 이지홍(충남대학교)

기획2-11 근사모델을 활용한 다관절 수중 로봇의 유 제어
이언주, 이지홍(충남대학교)

기획2-12 다관절 해저로봇의 자세제어를 위한 유체력 산정 및 유동해석
김지현, 박연석, 정요한, 김우전(목포대학교), 
전봉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획2-13 7자유도 인체착용형 크랩스터용 마스터 암의 설계연구
최형식, 이상섭, 전지혜, 하지훈, 손현중(한국해양대학교)

기획2-14 생체 모방형 수중 다관절 로봇의 유 계획을 위한 파라미터
공간 설정 및 활용
김희중, 이지홍(충남대학교)

기획2-15 수중 다관절 로봇의 탐사유 에 적용하기 위한 생물체의
비행과 유 특징 분석
신민경, 정성환, 이지홍(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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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분포 추청
최종수, 홍섭, 지상범, 이민욱, 여태경, 
김형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태희(한양대학교)

좌장 : 조철희(인하대학교)

B2-1 터렛 계류된 FPSO의 운동 및 계류해석 연구
조석규, 성홍근, 김병완, 김윤호, 홍장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용석, 김병우, 김대웅, 서장훈(삼성중공업)

B2-2 근입비에 따른 석션파일의 수직지지력 평가 연구
한윤수(현대중공업)

B2-3 강우특성을 고려한 부산연안의 해일 방재대책 수립
윤종성, 김명규, 김동철, 임해민, 김태우(인제대학교)

B2-4 수직 원형 실린더와 수면파의 상호작용
윤동협, 조연우, 정현(KAIST)

B2-5 파-흐름의 공존장에서 지형변동에 관한 수치모델의 개발 및
적용성의 검토
허동수, 이재철, 이우동(경상대학교), 안성욱, 박종배(포스코건설)

좌장 : 윤종성(인제대학교)

B3-1 파력발전용 가변진동수주의 흘수에 따른 운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승철(부경대학교)

B3-2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의 제팅 시스템 설계 소개
조철희, 이준호, 채상아, 김도엽(인하대학교)

B3-3 태풍 통과 시 해저케이블에 향을 미치는 파랑 하중 산정에
관한 연구
황석범, 조철희(인하대학교), 유황진, 유정석((주)한국해양기술)

B3-4 해운대 이안류의 발생기구 및 제어방안에 관한 고찰
허동수, 정연명, 이우동(경상대학교)

B3-해안/해양
16:30-17:50  제1발표장[300]

B2-해안/해양
14:40-16:20  제1발표장[300]

H1-해저자원/환경
12:50-14:30  제1발표장[300]

G1-생산가공
09:00-10:00  제1발표장[300]

F3-유체
15:10-16:50  제4발표장[304]

F2-유체
13:20-15:00  제4발표장[304]



제2발표장 [303A]

좌장 : 남기일(현대중공업)

D1-1 30kw급 소수력발전 터빈개발을 위한 수치적 및 실험적 연구
정세민, 김경미, 이희수, 박종천(부산대학교), 
문일성(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용진(동의대학교)

D1-2 최적화 복합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계류라인의 설계 연구
노유호, 조철희, 김도엽(인하대학교)

D1-3 Dynamic Simulation of BOG(boil-off gas) Recondensation
and Control Process at LNG Regasification System 
김소정, 이태 , 남기일(현대중공업)

좌장 : 김진경(한국해양수산연수원)

C2-1 The Effects of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on friction stir dissimilar Al alloy
Kelimu Tulugan, Hyeong-Jo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an-Ki Yoon(Dong-eui University) and 
Won-Jo Park(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2-2 The residual stress state of Friction Stir Welded Aluminum
alloy after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Hyeong-Jo Kim, Kelimu Tulugan (Gyeongsang National
Universsity), Han-Ki Yoon(Dong-eui University) and 
Won-Jo Park(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2-3 Fatigue Behavior of APIX-80 Steel for Drill Riser Joint 
Jae-Ki Kwon(KIGAM), Da-Ho Jeong, Young-Sub Yo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Young-Ju Kim, 
Nam-Sub Woo(KIGAM) and Sang-Shik Kim(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좌장 : 허선철(경상대학교)

C3-1 주강 피스톤 크라운 용접부위의 부식특성에 대한 전기화학적
연구
김진경, 원창욱(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동현, 원종필, 김윤해, 
이명훈, 문경만(한국해양대학교)

C3-2 아연 희생양극의 성능에 관한 전기화학적평가
원종필, 박동현, 이연창, 김양호, 손문길, 김윤해, 이명훈, 
문경만(한국해양대학교), 김진경(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종환(해군정비창)

C3-3 몰타르시험편 내부철근 분극특성에 미치는 피복두께와 재령년수
박동현, 원종필, 박천, 김기범, 김용구, 김윤해, 이명훈, 
문경만(한국해양대학교), 김진경(해양수산연수원)

제3발표장 [303B]

좌장 : 이판묵(KIOST)

E2-1 운동 모델을 이용한 자율무인잠수정의 통합관성항법 구현에
관한 연구
이판묵, 김방현, 박진 , 전봉환, 여동진(KIOST), 이필엽, 정훈상(한화)

E2-2 만타형 무인잠수정의 실해역에서의 자율운항 제어실험
김동희, 남건석, 홍승민, 김준 , 최형식, 손경호(한국해양대학교),
안진형, 김찬기(ADD)

E2-3 배열 트랜스듀서의 운동을 고려한 수중음향 전파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김시문, 변성훈, 최현택(한국해양과학기술원)

E2-4 상관 기반 채널 측정을 이용한 다중경로 성분의 도플러 추정
변성훈, 김시문, 최현택(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좌장 : 조용진(동의대학교)

D2-1 DMU 모델을 이용한 전기추진 레저선박의 운항성능 추정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정용국, 이동건(서울대학교), 정우철,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신종계(서울대학교)

D2-2 GSN을 이용한 Subsea Pipeline의 Reliability Case 작성에
관한 연구
박민선, 양 순, 유원우(서울대학교)

D2-3 선박해양 생애주기의 정보분류체계 구성 방안
손금준, 황호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장현(인하대학교), 
김윤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D2-4 다양한 Coefficient를 고려한 잭업구조물 레그의 동적 거동
해석 비교
안 당, 유 목, 김경희(삼성중공업), 김수 (부산대학교)

좌장 : 정동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D3-1 10MW급 해양온도차발전용 라이저의 개념설계
정동호, 김현주, 이호생, 문덕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D3-2 부유식 파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계류선 초기설계
정동호, 신승호, 송제하, 김현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D3-3 중량체 적용을 통한 계류선의 설계개선 방안 연구
송제하, 정동호, 신승호, 이광호, 홍기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4발표장 [304]

나원배(부경대학교)

A3-1 세립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석션 앵커의 경사하중 지지력
김수린, 추연욱, 김동수(KAIST), 성홍근(KIOST)

A3-2 서해안 해저에서 잭업타입 해상 풍력설치선의 spudcan의
지지력
김해빈, 장범선, 최준환(서울대학교)

A3-3 에폭시 접착 길이에 따른 2차원 파이프 단면의 응력 특성
황하정, 나원배(부경대학교), 김현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A3-구조
09:00-10:20  제4발표장[304]

D3-설계/건조
14:40-15:40  제3발표장[303B]

D2-설계/건조
13:10-14:30  제3발표장[303B]

E2-제어계측
10:50-12:10  제3발표장[303B]

C3-재료
16:10-17:10  제2발표장[303A]

C2-재료
15:00-16:00  제2발표장[303A]

D1-설계/건조
09:00-10:00  제2발표장[303A]



좌장 : 이탁기(경상대학교)

A4-1 원심모형 실험을 이용한 모래지반에서의 계류선 분석
이훈용, 김수린, 김재현, 추연욱, 김동수(KAIST), 권오순(KIOST)

A4-2 해저전력케이블 안전성 평가를 위한 향인자 조사
이주원, 나원배(부경대학교), 유정석(한국해양기술)

A4-3 선체선각구조의 손상시 최종종굽힘강도 평가
김대현, 이주성(울산대학교)

A4-4 ANSYS를 이용한 BOP Gantry Crane 최적화 설계에 관한 연구
김현지, 김귀남(경상대학교), 정창권((주)DMC), 정용길, 
허선철(경상대학교)

좌장 : 정광효(부산대학교)

F4-1 감쇠판이 부착된 원기둥의 운동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고혁준, 김정록, 조일형(제주대학교)

F4-2 블록자항선의 비선형 횡동요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남보우, 성홍근, 윤경원, 김남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

F4-3 잠수식 진동수주형 포인트 옵저버의 소개
송승관, 박진배(연세대학교)

F4-4 직렬 배치된 두 부유체에 작용하는 조류력 특성에 관한 수치
해석 연구
홍장표, 남보우, 윤경원, 김 식, 성홍근(KIOST)

좌장 : 조일형(제주대학교)

F5-1 해상풍력용 고정식 지지구조물의 파랑-조류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
김경미, 박종천(부산대학교)

F5-2 Motion of Inverted Cone Typ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판탄담, 정광진, 황반토, 양희성, 추 준, 김동주, 
신현경(울산대학교), 이우섭(현대중공업)

F5-3 Motion of modified SPAR typ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정광진, 판탄담, 김정태, 김광록, 차성이, 신현경(울산대학교), 
이우섭(현대중공업)

F5-4 Transport Barge의 저항 및 조류하중 산정을 위한 점성유동 해석
박연석, 김우전(목포대학교), 남보우, 홍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F5-5 왕복병진형 VIA발전장치의 타원단면 실린더 최적형상 실험연구
최종수, 홍섭, 여태경, 김형우, 성기 , 김성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좌장 : 정세민(부산대학교)

F6-1 해양파 분석을 통한 부유체 운동 예측에 관한 연구
이상범, 양 준, 최 명, 권순홍(부산대학교)

F6-2 KC-1 슬래밍 실험
안강수, 임지, 양 준, 정장 , 권순홍(부산대학교)

F6-3 Mud 기-액 분리 해석을 위한 2차원 다상류 시뮬레이션
정세민, 단명호, 박종천(부산대학교)

5월 24일(금) 발표 : 13:10-14:10 
전시 : 5/23~ 5/24 [303호 앞]

BP-1 하구에서 부유사에 의한 도차이가 파고분포 및 흐름특성에
미치는 향
이우동, 정 한, 허동수(경상대학교)

BP-2 하구에서 도차를 고려한 파-흐름의 상호작용에 의한 파랑변형
및 흐름특성에 관한 고찰
이우동, 허동수(경상대학교)

BP-3 자연 리프지형의 특성에 관한 현장조사 및 수치시뮬레이션
이우동, 허동수(경상대학교), 곽동호(현대산업개발)

BP-4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천성항 항내 정온도 평가에 관한 연구
홍군희, 안익성, 송광훈((주)항도엔지니어링)

BP-5 사실적 구조거동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해안구조물의 효율적인
신뢰성분석 기법
허정원, 정홍우(전남대학교), 안성욱(포스코건설)

BP-6 공현진항 방파제 확장과 항내매몰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김진훈, 김석연, 남정민, 박선일, 송동섭, 김인호(강원대학교)

BP-7 돌제건설에 따른 해안선변화에 관한 연구
최재석, 변형각, 김 식(강원대학교), 정재웅, 
이형석(한중대학교),김인호(강원대학교)

CP-8 침/부식에 의한 감육 직관의 파손 기준
김수 , 이장원, 이수철, 남기우(부경대학교)

CP-9 SiC 세라믹스의 균열치유거동 및 부식특성
황진량, 김대웅, 남기우(부경대학교)

CP-10 Ball Milling을 이용하여 제조된 Cu-CNT복합체의 압출특성에
관한연구
김귀남, 배경태, 김현지, 박준성, 최부 , 허선철(경상대학교)

CP-11 유리강화섬유 복합재의 접합 고안 및 실험적 연구(1)
정동호, 김현주, 권용주, 최혁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EP-12 Hovering type AUV의 자세 제어 및 항법 시스템의 연구
정상기(한국해양연구원), 최형식, 이용국, 이신제, 
고성협(한국해양대학교)

EP-13 Schur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층의 반사계수 추정
이종현, 배진호(제주대학교), 이승욱, 신정채, 정진우((주)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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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Monitoring Technique 

for East Coastal Erosion 

Kim, In-H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coastal zone has played the great role of coastal industrial complex and general logistics 

i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lso, recent economic development has requested the 

coastal zone to be utilized new space of paradigm.

Unfortunately it has been damaged seriously because of mushrooming coastal development 

without scientific basis, which has influenced beach erosion matter. Meanwhile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the 2nd coastal maintenance project from 2009 after 1st project from 1999, 

which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both the change of coastal environment due to climate variation and the cause of 

beach erosion need to be examined. Also, these examinations should be approached 

east-south-west  respectively because our peninsula is covered with three sides of different 

coastal environments.

This study focuses on monitoring skill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description of east coastal 

change in accor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st coas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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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보행로봇 CR200의 개발과 수중탐사 활용방안
 

전봉환*․이판묵*․김방현*․심형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스템연구부

Development of Seabed Walking Robot CR200 and Its Application 
Strategy on the Underwater Exploration

Bong-Huan Jun*, Pan-Mook Lee*, Banghyun Kim*, Hyungwon Shim*

*Ocean System Engineering Research Division, KIOST, Daejon, Korea

   
KEY WORDS: Application Strategy 활용전략, CR200, Crabster 크랩스터, Seabed walking robot 해저보행로봇, Tide environment 조류
환경, Turbid environment 탁한환경

ABSTRACT: A seabed walking robot named CR200 was developed for the exploration of high tide and low visibility environment. The CR200 

is 6-legged underwater walking robot with equipment for tide and turbid environment. The CR200 provides stable posture in the sea current 
area, which enables the acoustic equipment to get clear acoustic images. The CR200 stablizes its body posture against to the current based on 
the mechanical contact between feet and seabed. In order to improve the tumble stability in tidal current, the CR200 actively controls the body 

posture and feet position according to the center of pressure (COP) criteria. The first sea-trial will be conducted in 2013, and then a series of 
exploration will be conducted from 2014 in coastal area of Korea.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purpose and results of CR200 are introduced 
with preliminary operation results of mission sensors. The application strategy on underwater exploration are also presented. 

1. 서    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10년 7

월부터 천해용 다관절 해저로봇 CR200의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전봉환 2010, 2012b, Jun 2011a, 2012) 2013년 개발을 완료하였

다(Fig. 1). CR200은 프로펠러 방식으로 추력을 얻는 기존의 해

저로봇과는 달리 여러 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다리를 이용하여 

해저면에 밀착하여 보행 이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저로봇이다. 

이 개념은 마치 게(Crab)와 가재(Lobster)가 해저면에서 이동하

고 작업하는 형태와 유사하여 로봇의 이름을 'Crabster'라고 명

명하였다. 천해용 해저로봇은 우리나라 연근해 200m 수심까지

의 해저에서 침몰선 조사와 세굴조사 등의 해양과학 조사를 수

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세계적으

로 보기 드물게 조류(Tidal current)가 세고 시계(Visibility)가 나

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이

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개발을 진행해 왔다.

① 다관절 다족 해저로봇의 유체역학 해석 및 모델링

② 해저보행 및 유체외력 대응 자세 안정화 제어 기술

③ 불량시계 탐색기술

④ 다관절 해저로봇 운용 기술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CR200의 해저로봇 시스템의 개발 결과

와 수중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2. 해저보행로봇 CR200 시스템

2.1 개발 사양과 제원

CR200은 견마형이 아닌 게나 거미와 같은 형태(sprawling 

type)의 보행로봇이다. 개발된 CR200의 외형은 Fig. 1에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전체 길이는 2.42m, 폭은 2.45m이며, 다

리의 길이는 1.32m이다. 몸체의 높이는 약 1.16m이고 로봇이 일

어섰을 때의 최대 높이는 2.0m 이다. 공기중 총 중량은 약 

500kg, 수중중량은 약 350kg이다. 해저로봇의 몸체는 장비들을 

탑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유체역학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몸체는 유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몸체외

곽은 부드러운 곡면 형상을 갖는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으로 만들어진 스킨을 장착하였다. CR200은 유속이 있는 환경

Fig. 1 Developed seabed walking robot CR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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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ub items Specifications
Dimension Length of body 2.42m

Width in stow posture 2.45m
Height of body 1.16m
Max. height of robot 2.0m
Max.   weight 5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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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Range of real-time   
sonar

15m

Position   
accuracy

Absolute accuracy Less than ±2m
Relative   accuracy Less than ±0.1m

Control Remote control via 
tether cable

Power supply Via tether cable
Equipment acoustic camera, scanning sonar, ADCP, 

CTD, AHRS, USBL, alt. sonar, tool sled, 
pan/tilt optical HD camera, analog cameras, 
contact force sensors

Table 1. Required Specification of CR200.

에

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양한 

센서를 장착한다. Fig. 2는 CR200의 장비 배치를 보여준다.

몸체 아래 양 옆으로 여섯 개의 다리가 좌우로 각각 세 개씩 

배치된다. 전기 및 통신 시스템은 두 개의 압력용기에 나누어 

탑재되고, 두 개의 분전함이 몸쪽의 양쪽에 위치한다. 분전함은 

압력용기로부터 나오는 전원과 신호선을 다리, 센서, 카메라, 조

명 팬/틸트장치 등 각 장비들로 분배한다 (박진영, 2012). 유속

을 계측하기 위한 초음파 유속계와 로봇의 수중위치를 계측하기 

위한 초단기선 리스폰더(USBL)가 몸체의 윗 쪽에 장착되었다. 

로봇 주위의 악시계 환경을 스캐닝하기 위해 몸체 최상단에 스

캐닝 소나를 장착하였다. 실시간 수중 관측을 위해 HD 줌 카메

라와 초음파 카메라가 설치하고, 여섯 대의 광학 카메라를 몸체 

주위의 관측을 위해 설치하였다. 

2.2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 프레임

CR200의 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몸체의 중량을 기존 

수중로봇보다 더 가볍게 유지하면서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몸체의 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대부분의 기존 

수중로봇과는 달리 중량대비 강도가 강한 탄소섬유 강화플라스

틱(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을 이용하여 제작하였

다. 제작된 탄소섬유의 비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편시험을 수

행하였고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시편시

험결과 CR200에 사용된 CFRP는 알루미늄 6061 T6에 비해 비강

성도는 1.5배, 비강도는 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고 제작된 프레임의 모습은 Fig. 3에 나타내

Fig. 2 Configuration of equipment

Parameter CFRP Aluminum

Specific stiffness [Mpa/kg] 936 621

Specific strength [Mpa/kg] 11.064 2.489

Table 2. Comparison between CFRP and Aluminum

었다.

2.3 다리와 로봇팔

강조류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세유지와 로봇팔 작업, 그리고 

정적보행을 보장하기 위해 CR200은 총 30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이중 네 개는 4자유도

를 가지는 전용다리이고, 두 개는 필요에 따라 로봇팔로 사용 

가능한 7자유도 다리겸용 로봇팔이다. 이로써 두 다리를 팔로 

사용하는 중에도 네 다리를 이용하여 정적보행이 가능하다. 다

리 관절의 용량은 몸체를 지지하고 3점지지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수중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내압기능과 다이나믹실링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전기모터, 감속기, 증분엔코더와 

절대엔코더로 구성되며, 이들은 내압 수밀 알루미늄 용기 내에 

설치(강한구, 2012, Kang et al., 2012)하고, 다리는 다시 FRP로 

Fig. 3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fram of CR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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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Joint configuration of arm and leg of CR200

씌워 유선형 형상을 만든다. 이로써 유속이 있는 환경에서 유체

력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Fig. 4에 로봇 다리와 팔의 관절 구

조를 나타내었다.

3. CR200 원격제어실

CR200에 장착된 모든 장비들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

하기 위해 원격제어실을 설계 제작하였다. 원격제어실은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내에 설치되고 총 7대의 컴퓨터와 9대의 모니터 

그리고 전원 및 통신 장비들로 구성된다. 리눅스와 윈도우 기반

으로 CR200을 실시간 제어함과 동시에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원격제어시스템과 CR200은 광으

로 통신하며 제어실 내부와 CR200 내부의 컴퓨터들은 각각 1기

가 랜으로 지역 통신한다 (김방현 2012, Kim 2011). 비디오를 포

Fig. 5 Communication system of CR200

함한 모든 신호는 디지털화하여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제어실과 CR200을 연결하는 광통신과 Fig. 5에 통신시스템의 구

성도를 나타내었다. 

제어실 내의 일곱 대의 컴퓨터와 아홉 대의 모니터가 CR200

의 제어와 모니터링을 위해 할당되어 있다. 리눅스 기반의 에이

전트 컴퓨트는 실시간 제어를 담당하고, 주조종 및 부조종 컴퓨

터는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조이스틱 인터페이스를 제공

한다. 비디오 컴퓨터는 CR200과 모선에 위치한 모든 카메라 영

상을 디스플레이하고 저장한다. 항법컴퓨터는 GPS와 USBL로부

터 전달되는 CR200과 모선의 위치와 목표지점과 출발점 등 모

든 위치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함과 동시에 목표지역의 조사 관

측에 필요한 계획 툴들을 제공한다. 소나컴퓨터는 초음파카메라

와 스캐닝 소나의 이미지를 표시하고 이들 장비를 세팅한다. 과

학용 컴퓨터는 미래에 장착될 장비를 위한 여유 컴퓨터이다.

에이전트 컴퓨터는 CR200에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하고 

피드백 정보는 네트웍을 통해서 다른 컴퓨터와 공유한다. 피드

백 데이터와 사용자 명령을 이용하여 각 다리의 관절의 동작 명

령을 생성하여 CR200에 전송한다. 제어 명령은 압력중심제어와 

전복안정성(전봉환 2012a, Garcia 2005) 기준에 따른 보행 알고

리즘 기반으로 연산된다. 연산알고리즘은 발끝의 접촉력, 유속, 

CR200의 운동 정보 등으로부터 환경외력을 추정하고 자세 및 

보행 안정화 제어를 100 Hz주기로 수행한다 (김방현 2010). 수

중에 있는 CR200과 다리의 자세는 제어실 내의 가상 그래픽 모

델에 재현된다. 그래픽 모델은 CR200의 자세와 관절각도 정보

를 단순 디스플레이 하기도 하고 수치 모델과 연계되어 동역학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Fig. 6에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된 원격제어실 내부의 모습을 보인다.

4. 수중탐사 활용방안

4.1 강조류 악시계 환경 운용전략

CR200의 주된 목적은 조류가 존재하고 시계가 짧은 천해환경

에서 작업하는 것이므로, CR200이 조류를 극복하면서 임무를 

Fig. 6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of CR200



수행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고 그 개념은 

Fig. 7과 Fig. 8에 각각 나타내었다.

① 기본적으로 CR200의 자세 안정성은 해저면과 로봇 발끝 사

이의 기계적인 접촉으로 확보된다. 해저로봇은 항상 세 다

리 이상이 지면과 접촉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해저로봇의 전복안정성은 각 발끝의 접지력으로부터 추정

하고, 전복안정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끝과 지면의 접

촉 지점을 이동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조류환경에서는 몸체의 방향을 조류방향으로 향하고, 유체

저항력은 저감하면서 해저면 방향의 양력을 증가하도록 몸

체의 종동요각을 제어하여 지면 접지력을 향상시킨다.

④ 해저로봇은 유속이 있는 환경에서도 자세와 위치를 장시간 

안정화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시계가 불량한 환경에서 깨끗

한 초음파 스캐닝 이미지를 얻는다.

⑤ 해저로봇은 롤과 패닝(roll & panning) 기능이 있는 초음파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계가 불량한 환경에서도 실시간 영상

을 취득한다.

⑥ 해저로봇은 앞 두 다리를 이용해서 로봇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네 다리를 이용해 3점지지 보행함으로

써 보행 중 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상의 운용전략에 따라 CR200의 자세제어기, 보행제어기, 로

봇팔제어기 등 개발되었다. Fig. 9은 종동요각(pitch angle) 제어

과정의 일부를 보인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시계는 날씨에 따라 30cm가 체 안되는 경

우도 많다. 이런 열악한 환경의 탐사를 위해 CR200은 음향을 이

Fig. 7 Operation concept in tidal environment 

Fig. 8 Acoustical scanning concept in turbid environment

Fig. 9 Snap shot of pitch control 용

한 두 종류의 시각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첫째는 스캐닝 소나

로 200m 반경의 해저 이미지를 준 실시간으로 얻는 장비이며 

또 하나는 초음파 카메라로 15m까지 실시간 영상을 얻는 장비

이다. 초음파 카메라와 스캐닝 소나를 이용한 악시계 극복 개념

을 확인하기 위해 CR200에 장착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수조에서 

목표물 인식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0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

데 광학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스캐닝 소나를 이용하여 장목 부두 주변의 해저를 스캐닝하였

다. Fig. 11은 스캐닝 이미지를 모자이킹 하여 장목 부두 주변의 

해저를 매핑한 결과이며 해저에서 식별된 물체를 광학카메라로 

촬영한 확인 영상을 함께 나타내었다. 여러 개의 사다리와 H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백혁 2011).

4.2 CR200의 활용방안

우리나라 서해안은 지형이 복잡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조류가 세고(강조류) 시계가 나쁜(악시계) 해양환경조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이 작업하기에는 무척 위험한 환경이

며, 현재까지 인간을 대신해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은 거의 전

무하다. 이러한 영역에서 CR200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계획이

다.

① 해저 침몰선박의 조사·관찰

  - 2노트까지의 강조류 환경에서 해저에 밀착 이동함으로써 

침몰선박을 찾고 접근하여 스캐닝 소나를 이용하여 정확한 

해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다. 근접하여 광학 또는 음향 이

미지를 촬영하며 필요한 샘플을 회수한다.

② 해저 구조물과 세굴 조사

  - 교각, 댐, 보 등 해저 구조물의 균열 상태와 세굴 상태 등

Fig. 10 A capture of real-time acoustic moving image



Fig. 11 Mosaic of scanning images and identification by 

optical image

을 조사한다. 초음파 스캐닝 장비를 이용하여 탁도가 높은 

영역에서도 조사·관찰을 수행 한다.

③ 해저 쓰레기 실태 조사

④ 해저 지형의 매핑

⑤ 천해역 해양과학 조사

  - 200m 이내의 해저환경에서 다족 보행으로 이동함으로써 해

저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해양 물리, 화학, 생물, 지질 등

의 연구에 필요한 과학조사 데이터와 생물, 토양, 해수 등의 

샘플을 채취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천해용 해저보행로봇 CR200의 개발 결과와 주

요 미션 장비들에 대한 사전 실험 결과를 소개하였고, CR200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CR200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세계

적으로 보기 드문 강조류 환경의 탐사를 위해 개발된 새로운 개

념의 해저 보행형 수중로봇으로 프로펠러를 이용하던 기존의 수

중로봇과 차별화 된다. 지면과의 접촉을 통해서 얻어지는 안정

된 자세를 바탕으로 선명하고 깨끗한 초음파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악시계 환경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 CR200은 유속이 

있는 수중환경에서 침몰선조사, 해저구조물 및 세굴조사, 해저 

쓰레기 조사, 해저지형의 맵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CR200은 

2013년에 실해역 실험을 마친 뒤, 2014년부터는 우리나라 연근

해에서 시범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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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00의 자세 제어를 통한 수중 탐사 장비의 여유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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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of redundancy generation and application of underwater exploration equipment mounted on the 
seabed walking robot CR200 by using the posture control of the seabed robot. The redundancy of equipments including an acoustic camera and 

a scanning sonar is the degree of freedom of the robot’s body, which is generated by motion of the six legs equipped at both sides of CR200. 
Therefore, to generate the redundancy, the body posture control method is established through a coordinates transformation technique. Based on 
the control method, a maximum transformation bound of body center is calculated under given the legs’ posture. Through the results, the 

extended exploration areas of the underwater equipments are calculated. In addition, for increment of efficiencies of underwater work, survey, 
and walking, the application method of the underwater equipments is described. 

1. 서    론  

 

최근 해양 자원 개발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 공학 분야에

서는 수중 작업 및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중 로봇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중 로봇으로는 프로펠러 타입 추진기를 이용하는 원격 무인 

잠수정(ROV)과 자율 무인 잠수정(AUV)을 들 수 있다. 이 무인 

잠수정들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실용화 단계

에 이르렀으며, 실제 해양 탐사 및 수중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Fig. 1 Multi-legged seabed robot CRABSTER200

그러나 이들 로봇은 프로펠러 타입의 추진기로 인하여 침몰선 

인양, 열수광상 탐사, 해저 구조물 유지보수 등과 같이 정밀 작

업이나 근접 탐사를 필요로 하는 일에는 활용되기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0년 천안함이 침몰했던 조류가 강하고 시

계가 안 좋은 서해안과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작업이나 탐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이러한 작업과 탐사에 적합한 다른 종류

의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은 2010년 7월에 강조류, 악시계 환경에서 정밀 작업과 

탐사가 가능한 다기능·고성능의 200m급 다관절 해저 보행 로봇 

CRABSTER200(CR200)(Jun et al., 2011; Kang et al., 2012; 백혁 

등, 2012)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Fig. 1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Parameter Value

Size (m) 2.42×2.45×1.16

Weight (Kg) 500(in air)
350(in water)

Max. ground clearance (m) Over 0.5
Number of legs 6
Max. walking speed (m/sec) 0.5
Max. depth of water (m) 200
Max. endurable tidal current (knot) 2
Power supply (volt) 150 - 190 DC

Table 1 Specifications of CR200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CR200 시제품을 보여주는 그림이며, Table 1은 시제품에 대한 

제원을 나타낸 표이다. CR200은 2개의 로봇팔 기능을 겸하는 

앞다리를 포함한 총 6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해저 보행 및 수중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되었다. 이 다리를 이용한 보행은 

기존의 추진기 타입 로봇에 비해 강조류 속에서의 이동을 용이

하게 해주며, 해저면에 몸체를 고정해 수중 작업의 정밀도를 향

상시켜준다. 또한, 악시계 속에서 정밀한 위치 이동 및 자세 변

환을 통해 장착된 소나 장비의 탐사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해저

면 근접 탐사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러한 장점은 우리나라 

서해와 같이 강조류로 인해 시계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수중 탐

사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적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

관절 해저로봇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CR200의 자세 제어를 이

용하여 수중 탐사 장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및 활

용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CR200의 다리에 의한 몸체가 갖는 자유

도가 몸체에 장착된 수중 탐사 장비에 여유자유도를 부여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 여유자유도를 생성시키는 몸체 자세 제어에 

대한 기법을 제시한다. 이 몸체 자세 제어 기법은 CR200의 기구

학적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하여 몸체 자세 변환에 따라 다리의 

자세를 생성시키는 기법을 이용한다. 이 자세 제어 기법과 주어

진 다리 관절각의 한계 범위 및 다리 자세를 고려하여 몸체 자

세 변환 경계값을 구하고, CR200에 장착된 두 개의 수중 탐사 

장비(초음파 카메라, 스케닝 소나)의 탐사 영역에 이 경계값을 

적용하여 여유자유도가 고려된 최대 탐사 영역을 도출한다. 마

지막으로 도출된 탐사 영역이 CR200을 이용한 수중 탐사에 어

떻게 활용되어 탐사 효율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2. CR200 자세 제어 

CR200에 탑재된 수중 탐사 장비의 여유자유도는 몸체가 갖

는 자유도로부터 생성된다. 본 장에서는 몸체에 6 자유도를 부

여하는 자세 제어 기법에 대해 다룬다.

2.1 기구학

다족 보행 로봇의 몸체 자세는 기본적으로 다리의 자세에 의

해 결정된다. 즉 다리의 자세 제어를 통해 몸체의 자세 제어가 

구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족 보행 로봇의 자세 제어는 원

Fig. 2 Kinematic parameters of CRABSTER200 

Fig. 3 Coordinate system for body posture control 

J.     Angle Limit
1 90° 90° 0 0 -90° ∼ 90°
2 90° 90° 0 0 -45° ∼ 90°
3 0 -90° 0 0.658 -180° ∼ 180°
4 -90° 0 0.882 0 -170° ∼ 90°

Table 2 D-H parameters of Specifications of CR200

하는 몸체 자세에서의 몸체 중심 좌표계와 다리 끝 좌표계 사이

의 상대 거리를 통해 다리 관절각을 산출하여 다리의 자세를 형

성시키는 방식을 이용한다. 여기서 몸체 중심과 다리 끝 사이의 

거리는 좌표 변환 행렬, 즉 순기구학을 이용하며, 다리 관절각 

산출은 역기구학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도 

로봇의 순기구학과 역기구학을 이용하여 몸체 자세 제어를 기법

을 확립하였다. 이 기구학적 방법은 로봇의 좌표계와 D-H 파라

미터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Fig. 2와 3은 현재 제작

된 CR200의 기구학적 파라미터와 설정된 좌표계를 보여주는 그

림이다. 이 좌표계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구한 다리의 D-H 파

라미터는 Table 2와 같다.

몸체 중심과 다리 끝의 상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몸체 중심 

좌표계(body coordiantes)에서 i번째 다리 끝 좌표계로의 변환 

행렬()은 몸체 중심 좌표계에서 i번째 다리 베이스 좌표계

로의 변환 행렬()과 다리의 베이스 좌표계에서 다리 끝 좌

표계로의 변환 행렬()에 의해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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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의 는 몸체 중심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i번째 다리 베

이스 좌표계의 위치 벡터이며, 식 (3)은 다리 관절 사이의 변환 



행렬을 나타낸다. 식 (1)에서 정의된 로봇의 기본 순기구학식으

로부터 몸체 자세 변화에 따른 i번째 다리 끝의 좌표계의 위치

를 구하기 위한 변환 행렬은 자세가 변화됨에 따라 고정 좌표계

(ground coordinates)에서 볼 때 변화하는 몸체 중심 좌표계

()를 고려하여 식 (4)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4)

식 (4)의 
는 고정 좌표계에서 초기 몸체 중심 좌표계로의 

변환 행렬이며, 
는 몸체 좌표계에서 초기 i번째 다리 끝 

좌표계로의 변환 행렬이다. 식 (4)의  는 고정 좌표계에서 

초기 회전 중심 좌표계(rotation coordinates)로의 변환 행렬

(
 )을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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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의 
는 자세 변환 시 고정 좌표계에서 바라본 몸체 중

심 좌표계의 위치 변위( )가 고려된 변환 행렬이며, 는 

몸체 자세 변화 중 회전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회전 변환( )

을 고려하여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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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 식 (5)와 (7)을 대입하면 자세 변환 시 몸체 중심 좌표

계에서 다리 끝 좌표계로의 변환 행렬이 식 (8)과 같이 구해진

다.

   

 

 
         (8)

Fig. 4 Numerical inverse kinematics method 

Fig. 5 Simulation results of posture change

식 (6)과 (8)의 자세 변화량에 해당하는 인자에 원하는 몸체 자

세의 변위(       )를 대입하면 식 (8)로부

터 원하는 자세를 생성하기 위한 몸체 중심에서 바라본 다리 끝 

위치 벡터(    )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구해

진 다리 끝의 상대 위치와 초기 위치를 역기구학적 방법에 대입

하면 원하는 자세 변환을 위한 다리 관절각을 산출해 낼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Fig. 4와 같은 수치해석적 역기구학 방법을 

도입하여 관절각을 산출하였다. 

 

2.2 자세 제어 시험

본 논문에서는 실제 CR200을 이용한 자세 제어 실험 이전에 

2.1절에서 CR200의 기구학을 이용하여 유도한 자세 변환 알고

리즘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5는 초기 자세에서 고정 

좌표계와 몸체 중심 좌표계를 일치시킨 후 Z축 방향 몸체 상승, 

X축 중심 회전(Roll), Z축 중심 회전(Yaw)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으로 검증된 알고리즘과 목표 자세에서의 i 번째 

다리 끝의 위치(
)로 다리를 제어하기 위한 시간에 따른 다

리 끝 위치를 구하는 식 (9)를 이용하여 실제 CR200의 자세 시

험을 수행하였다. 


 



               (9)

식 (9)의 는 목표 자세로의 변환에 걸리는 시간이며, 는 제

어 상태 시간을 나타낸다. 이 식의 Cosine 함수는 진동 감소 및 

안정성 증대를 위해 자세 변환 시 다리 운동에 가감속을 부여하

는 역할을 한다. 실제 CR200을 이용한 자세 제어 실험은 10ms

의 제어 주기를 갖으며, 역기구학을 이용하여 매 주기마다 다리 

끝의 위치를 관절각으로 변환하여 관절 제어기에 전달하는 

Open-loop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수행되었다. Fig. 6은 실제 

CR200의 자세 제어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Fig. 6 CR200 posture control  

3. 여유자유도 활용 기법

CR200의 자세 제어, 즉 여유자유도에 의해 부여되는 수중 

탐사 장비의 최대 탐사 영역은 수중 장비의 탐사 영역과 몸체

의 최대 자세 변경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몸체의 최

대 자세 변경 범위는 자세 변경 초기에 다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Fig. 7은 주어진 자세에서 몸

Fig. 7 Range calculation method of maximum posture change

Leg Initial Posture Para. Max. Value Min. Value

1 45° 45° 0° -135° x 0.465m -1.083m

2 0° 45° 0° -135° y 0.589m -0.589m

3 -10° 45° 0° -135° z 0.930m -0.416m

4 -45° 45° 0° -135° Roll 17.3° -17.3°
5 0° 45° 0° -135° Pitch 25.0° -24.9°
6 10° 45° 0° -135° Yaw 14.6° -14.6°

Table 3 Range of posture change at walking initial posture

Fig. 8 Application of CR200 posture control 

체의 최대 자세 변경 범위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것

이며, Table 3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보행 초기 자세에서의 최

대 자세 변경 범위를 산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구해진 

범위를 수중 탐사 장비에 적용하면, Fig. 8과 같이 스캐닝 소나

(백혁 등, 2012)를 이용한 탐사 시 탐사 가능 영역 확장을 통해 

탐사 정밀도 향상 및 3차원 데이터를 얻는데 활용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R200에 장착된 수중 탐사 장비의 여유자유도

를 생성하기 위한 몸체 자세 제어 기법과 활용 방안에 대해 제

안하였다. 몸체 자세 제어를 위해 자세 변환에 필요한 다리 관

절각 산출 알고리즘을 유도하고, 시뮬레이션과 실제 CR200의 

자세 제어를 통해 알고리즘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출된 최대 자세 변위에 의해 CR200에 탑재된 수중 

탐사 장비의 확대된 탐사 영역과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본 

논문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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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00 다리 겸용 로봇팔의 수중관절 구동 제어시스템 구현 

강한구․심형원․유승열․전봉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스템연구부

Realization of Underwater-Joint Driving and Controling System
for Arm-Combined Leg for CR200

Hangoo Kang, Hyungwon Shim, Seongyeol Yoo and Bong-Huan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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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R200 크랩스터 200m급, Underwater 수중, Seabed robot 해저로봇,  Multi-legged 다족, Walking 보행, Dedicated leg 

전용 다리, Arm-Combined Leg 다리 겸용 로봇팔, Underwater-Joint 수중관절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천해용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의 다리 겸용 로봇팔의 구현에 대하
여 기술한다. 다리 겸용 로봇팔의 관절 구동에 요구되는 전원부 및 통신부의 체계에 대하여 기술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케이블 손상
을 예방하기 위한 링크 및 중공축을 이용한 케이블 몰딩 배선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기존에 연구된 전원부 및 통신부 설계의 검증을 
위하여 실제 구현된 다리 겸용 로봇팔의 시스템으로 추후 실 해역에서 운용 될 CR200의 실제 운용환경과 동일하게 구축하여 로봇팔의 
구동 성능실험을 수행 하였다.

1. 서    론  

빈번이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따라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사고 

해역에 대한 수중 수색 및 탐색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해양 사고가 발생하는 곳의 다양한 해저 지형과 상태는 우

리가 살고 있는 육지의 지형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와 조건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수중 작업을 위한 장치 및 플랫폼들은 수

중의 작업 환경 혹은 조건에 따라 적합한 작업방법 및 형태를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약한 조류 흐름을 보이는 심해와 

같은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정밀한 움직임을 보이는 수중이

동 로봇인 ROV(이판묵 외, 2005)가 있는가 하면, 빠른 기동속도

를 기반으로 넓은 지역을 비교적 단시간에 탐색하는 잠수함 형

태의 AUV(전봉환 외, 2006)가 있다. ROV와 AUV는 앞서 언급

한 장점이 있지만, 빠른 조류의 흐름을 보이는 강조류 환경에서

는 운용이 제한되는 문제점과 구동부로 이용되는 프로펠러의 추

력으로 유발되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진흙과 같은 퇴적물을 부

양시켜 시계를 악화시키거나 수중 생태환경을 교란하는 등 공통

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10년 7월부터 새로운 개념의 6

족 수중 보행로봇인 다관절 해저로봇 크랩스터(Crabster)를 제

안하고 개발 중에 있다(전봉환 외, 2010).

제안된 다관절 해저로봇은 조류의 흐름이 느린 해저에 서식하

며 수중환경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고 보행 및 유영을 하는 게와 

빠른 조류 흐름의 환경에서 서식하며 몸체의 자세를 통해 조류

를 극복하는 가제의 보행방법 및 조류 대처 움직임을 유사하게 

흉내 낸다. 따라서 강조류 환경에서도 조류에 의해 쓸려가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수중환경을 교란하지 않고 수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안된 새로운 개념의 수중로봇은 게와 가제의 서식환

경과 행동방식으로부터 운용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로봇의 명칭을 Crabster라고 명명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Crabster는 천해용 200m급으로 모델명을 CR200(Crabster 200m

급)이라고 명명하였다. Fig 1은 CR200 플랫폼의 외형을 보여주

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구현된 CR200의 다리 겸용 로봇팔의 

구동제어 시스템을 소개한다. 다리 겸용 로봇팔의 구동을 위한 

전원부 체계 및 통신부 체계를 기술하며, 로봇의 관절 및 링크

에 몰딩배선 방법에 대하여 기술 한다. 또한 구현된 다리 겸용 

로봇팔의 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하여 실제 실 해역 실험 시 적

용하게 될 운용환경을 구성하여 로봇팔의 구동 성능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1 천해용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CR200”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Table 1 CR200 시스템 사양

라미터 사   양

크기(m) 2.42(L) * 2.45(W) * 1.16(H)

량(Kg)
500(공기 ), 350(수 )

420(공기 , 탐사장비 제외)

지상고(m) 0.5이상

다리 수 6족( 용 다리 2족/다리 겸용 로 팔 2족)

보행속도(m/sec) 0.5

운용수심(m) 200

운용가능 

조류속도(knot)
2

원(V) 150-190VDC

Fig. 2 CR200의 전용 다리 및 다리 겸용 로봇팔 구성

2. CR200 및 다리 겸용 로봇팔 구성

2.1 CR200

CR200은 수중 200m 이내인 천해의 해저면에서 침몰선박 및 

해저 구조물 등에 대한 조사/관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해양과학 

조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CR200 시스템 사양은 Table 1과 같

다. CR200전체 시스템은 지원 모선, 완충기 및 CR200 플랫폼으

로 구성되어 운용되게 된다. 지원모선에서는 전원 공급 및 

CR200의 제어를 위한 선상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충기는 모선에서 내려오는 테더케이블에 발생하는 조류에 의

한 저항력으로부터 CR200이 독립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CR200

은 Fig. 2와 같이 4족의 전용다리(2, 3, 5, 6)와 2족의 다리 겸용 

로봇팔(1, 4)로 구성되어 6족 보행 및 양팔 로봇팔 작업을 수행

하게 된다.

2.2 다리 겸용 로봇팔

해저면에서 보행으로 이동 시 2족의 다리 겸용 로봇팔(1, 4)은 

로봇팔 부분을 정강이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 전용다리와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다리 겸용 로봇팔은 그립퍼 부분을 제외하

고 6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관절 1-4는 전용 다리의 관절 

구조와 동일하며 관절 5-6 및 그리퍼가 추가적으로 구성된다 

(Hangoo Kang 외, 2012.5). 수중 작업 시 코어링을 통한 표본채

취 및 구멍 뚫는 작업과 같이 회전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슬립링(8채널, 허용전류 10A)을 적용하여 관절 6이 무한

회전 되도록 구현하였다 (강한구 외, 2012). CR200은 예측 불가

능한 수중환경에서 운용되며 따라서 부유물 및 예측 불가능한 

물체의 충돌에 대비하여 전원 및 신호선 케이블의 배선 방법을 

프레임 링크 및 관절의 중공축을 이용하여 외부 노출 없이 배선

되도록 하였다(Hangoo Kang 외, 2012.10).

Fig. 3 다리 겸용 로봇팔의 구성

2. 전기전자 시스템

CR200 다리 겸용 로봇팔 내부의 전원체계는 Fig 5와 같다(박

진영 외, 2012). 지원모선에서 테더케이블을 통하여 190VDC의 

주전원을 공급받는다. 테더케이블의 전원부는 200V 30KW급의 

전원선 3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더케이블을 적용하는 경우 케

이블의 길이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단의 전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단인 주전원공급기의 전압을 보정하여 

CR200 시스템에 요구되는 전압을 만족시킬 수 있다. 주전원 

190VDC는 과전류 및 과전압 방지회로를 거쳐 관절 1-4의 모터 

구동을 위하여 모터제어기의 입력전원으로 사용된다. 로봇팔 부

분의 모터제어기는 CR200 몸체에 설치된 내압용기내의 DCDC

컨버터(190VDC – 48VDC)로 변환된 48VDC 전원을 사용한다. 

관절 1-6 및 그리퍼의 모터제어에 사용되는 홀센서 및 증분엔코

더의 전원은 각 관절의 모터제어기에서 출력되는 5VDC를 사용

Fig. 4 다리 겸용 로봇팔의 전원 체계도



Fig. 5 관절 1의 링크 배선경로

Fig. 6 관절 2의 링크 및 중공축 배선경로

Fig. 7 관절 3의 중공축 배선경로

Fig. 8 관절 4의 링크 및 중공축 배선경로

Fig. 9 로봇팔 관절(관절 5-6, 그리퍼)의 링크 및 중공축 배선경로

한다. 절대 엔코더, 절대엔코더 인터페이스 보드, 로드셀 및 로

드셀 인터페이스 보드의 전원은 다리 겸용 로봇팔 관절 1-2의 

모터제어기의 덮개 에 설치되어 있는 DCDC컨버터(190V-5V)에

서 출력되는 5VDC전원을 입력전원으로 사용한다. DCDC컨버

터(190V–5V)보드에는 압력센서를 장착하여 다리 겸용 로봇팔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여 누수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전원 및 신호선의 배선 방법은 Fig 5-10과 같이 프레임 링크 

및 관절 중공축을 이용하여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선하였

다. 관절 1의 경우 프레임 링크를 통한 배선되도록 구현 하였다

(Fig. 5). 관절 2의 경우 프레임 링크 및 관절 중공축 배선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중공축 배선을 위하여 로터리방식의 링 형태의 

절대엔코더를 사용하였다(Fig. 6). 관절 3의 경우 모터단과 감속

기단 모두 중공축 배선 및 편심 공간을 활용하여 배선경로를 생

성하였다(Fig. 7). 중공축 배선경로 생성을 위하여 증분엔코더를 

링 형태의 광학식 엔코더를 사용하였다. 관절 3은 출력단의 절

대엔코더 배선은 중공축 배선경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모터단까

지 돌아서 배선되어 유지보수에 있어서 나머지 관절보다 다소 

어려움이 있다. 관절 3은 기구적 구조는 무한회전이 가능한 구

조이지만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회전범위를 제한하였다. 관절 4

의 경우 관절 2와 같이 프레임 링크 및 중공축을 이용하는 것은 

동일하다(Fig. 8). 관절 5-6 및 그리퍼의 모터제어기는 로봇팔 뒤

편의 링크 뒷면에 일렬로 설치되며 관절 5는 중공축 배선을, 관

절 6은 편심 배선방법이 적용되었다(Fig. 9). 그리퍼부는 슬립링

을 통하여 배선되며 따라서 관절 6이하 부분인 그리퍼 부분 전

체가 무한회전이 가능하다(Fig. 9). 전원선 및 신호선은 내열성 

및 내구성이 강한 피복이 테프론 재질인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원부에서 유발 시킬 수 있는 노이즈 및 기타 외부의 노

이즈가 신호 선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모든 케이블은 Braided 

Shield를 적용하였다.

3. 통신 시스템

모선, 완충기 및 CR200 전체 시스템의 통신 체계는 Fig 5와 

같다(김방현 외, 2011). 테더케이블 이전단인 광 컨버터A까지는 

지원모선에 위치한 선상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다. 테더케이블에

서 통신에 적용되는 부분은 광 통신 1550nm 싱글 모드 4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CR200은 테더케이블을 통하여 완충기 및 CR200 

몸체에 설치된 광 컨버터를 통하여 선상시스템과 통신하게 된

Fig. 10 CR200 통신부 구성도



다. CR200 몸체 내부의 통신부는 1Gbps의 대역폭을 갖는 기가

비트 이더넷을 주 네트워크로 사용한다. CR200의 내부에는 스

위칭 허브, 이더넷-CAN 컨버터를 이용하여 모터제어기와 통신

하며 이더넷 통신이므로 기타 장치들을 쉽게 확장하여 구성 할 

수 있다. 다리겸용 로봇팔은 모터제어기 7대, 절대엔코더 인터페

이스보드 4대, DCDC컨버터 1대 및 로드셀 인터페이스보드 1대 

총 13대의 장치가 CAN방식으로 통신한다. 다리 겸용 로봇팔의 

실시간 정밀제어를 위한 100Hz의 통신주기를 만족시키기 위하

여 이더넷-CAN 컨버터 3대를 이용하여 통신부하를 분산시켰다. 

Fig. 10과 같이 이더넷-CAN 컨버터 1채널에 다리 겸용 로봇팔 

및 전용다리 2족씩 통신되도록 구현하였다.

4. 다리 겸용 로봇팔 구동 성능 시험

다리 겸용 로봇팔의 전기전자 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구동 성능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 조건으로 

CR200의 실 해역 운용 시 적용하게 될 전원부(Fig. 4) 및 통신부

(Fig. 10) 환경을 동일하게 구축하여 실험 하였다. 실험 내용으로

는 기존의 연구(강한구 외, 2012)에서 수행된 관절의 토크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으로 로봇팔 부분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 10Kg

의 물체를 로봇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대 토크가 요구되는 극한자세에서 

무리 없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 결

과를 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설계된 관절의 토크 성능설계, 

전기전자 시스템 설계 및 통신 시스템 설계 등 CR200의 구동을 

위한 전체 시스템을 검증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천해용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의 부분 결과로서 CR200의 다리 겸용 

로봇팔의 구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다리 겸용 로봇팔의 관절

구동에 요구되는 전원 및 통신 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외

부 충격으로부터 케이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링크 및 중공축 

몰딩 배선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구현된 다리 겸용 로

Fig. 11 다리 겸용 로봇팔의 구동 성능실험

한 구동 성능실험을 수행 하였다. 추후 연구내용으로는 구현된 

다리 겸용 로봇팔을 이용하여 육상에서 6족 보행 및 로봇팔 작

업을 통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실 해역에

서 로봇팔의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하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로봇 개발” 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

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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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구조물의 3차원 프로파일링 결과와 CR200 연동 운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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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about profiling SO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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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ruary 12 to February 22, 
2013 at pier of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to get 3D profiling data and used device was 1171 high resolution scanning SONAR 
manufactured by Kongsberg Maritime. We acquired 3D profiling data from 19 locations using profiling SONAR bracket, removed noise of the 

data and composed them by a post process program at CloudCompare. As a result of the composition, the substructure of a pier could be 
presented by total 2,001,349 points. In conclusion we established 3D Profiling SONAR operating strategy for CR200 through the experiment of 
profiling at pier

1. 서    론

조류는 모든 바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

나라 서해는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가 크므로 다른 바다에 비해 

조류가 강한 특징이 있다. 조류가 강한 수중에서는 부유물이 가

라앉지 못하고 조류와 함께 떠다니므로 수중에 입사되는 빛을  

모두 흩트리게 된다. 빛이 수 미터이상 조사되지 못하므로 다이

버나 광학카메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는 빛이 진행할 수 있는 

거리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다. 이러한 불량한 시계환경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면주사음탐기(Side Scan SONAR), 주사음

탐기(Scanning SONAR), 초음파카메라(Acoustic Camera), 프로

파일링 소나(Profiling SONAR)가 물체의 탐지 혹은 식별에 유

리하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Kongsberg사의 1171 High Resolution 

Scanning SONAR는 이미징(Imaging)과 프로파일링(Prfiling)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로 고정된 위치지점에서 센서에 

설치된 모터를 회전시켜 설정된 반경으로 초음파 이미지와 프로

파일링 데이터를 취득한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강이나 바다의 

교각과 4대강에 건설된 보와 같이 수중에 설치된 구조물로 유수

가 방해를 받아 발생하는 기초부의 침식(Erosion)과 세굴(Scour)

을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강이나 바다의 불량한 시계

환경에서 정밀한 이미징와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데이터를 취득하

기 위한 센서의 자세와 위치 정밀도가 높아야 하고, 다른 하나

는 강조류에서도 정밀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

만, 수중이라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센서 단독으로 운용할 경

우 센서의 위치와 자세를 정밀히 알기 어렵고, 유체저항으로 발

생되는 센서 거치대의 진동으로 센서를 유속이 빠른 곳에서 고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관절 해저로

봇(CR200)은 수중에서 불량한 시계환경과 강조류 환경에서도 

정밀한 자세와 위치 제어가 가능하므로 1171 High Resolution 

Scanning SONAR를 이용한 정밀 수중 이미징과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 1171 High Resolution Scanning SONAR를 다관절 해

저로봇에 적용하기 앞서 센서 단독운용으로 센서의 성능을 검증

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징 센서를 활용한 2차원 이미지 취득과 

모자이킹 기법 연구는 2011년(백혁, 2011)(백혁, 2011), 2012년(백

혁, 2012)에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통해 다관절 해저로봇의 2차

원 이미지 취득에 필요한 센서 운용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프로파일링 센서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논문으로 2장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의 운용개념과 프로파일링 

소나의 좌표계를 다루었고, 3장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

연구소에서 수행한 3차원 프로파일링 데이터 취득과 데이터들

의 합성 기법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에 연동

하기 위한 센서 운용전략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 준비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Operation concept for CR200

2.1 다관절 해저로봇의 운용개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6,000미터급 심해용 무인잠수

정 해미래 ROV(L3.3m×W1.8m×H2.2m)의 경우에는 2노트의 조

류에서 약 200kgf의 저항력을 받으며, 200m 길이의 지름 20mm 

케이블은 약 240kgf의 저항력을 받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

진기 추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체 중량과 크기의 증가로 이어

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전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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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과 식별

을 수행하기 위해 로봇은 해저면에 착지한 이후 고해상도 주사

음탐기를 운용하여 목표물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고, 10미터 

이내로 접근한 후 초음파 카메라와 광학 장비를 이용하여 최종 

식별을 수행한다.

2.2 프로파일링 소나의 운용사양

콩스버그사의 1171 High Resolution SONAR는 스캐닝 소나

와 프로파일링 소나가 설치되어 선택적으로 수중에서 목적하는 

대상의 2차원 이미지와 3차원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본 실

험에 사용한 프로파일링 소나는 소나의 경사각을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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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mm @ 10s pulse length

@ 1500m/s speed of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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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Specifications of 1171 high resolution SONAR

Fig. 2 Rotator and profiling SONAR coordinate

Fig. 2의 좌측 그림과 같이 로테이터에 설치 운용하였다. 프로파

일링 소나는 Fig. 2의 우측 그림에서 도시한 것과 같이 1.7도의 

원뿔형태의 코니칼(Conical)빔을 주사하는 센서헤드인 프로파일

링 트랜스듀서(Profiling Transducer)와 실린더 몸체로 구성되어 

있다. 센서의 좌표계는 Fig.2의 좌측 그림과 같이 로테이터의 커

넥터 방향이 X축 양의 방향이고, 센서헤드 방향이 Y축 양의 방

향이 되며, 지구중심 반대 방향이 Z축 양의 방향이 된다. Fig. 2

의 좌측 하부에 표시한 것과 같이 Y축 방향으로 0.34m 크기의 

설치 Offset 값을 가진다. 데이터 수집 과정은 센서헤드가 설정

된 각도로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며 X, Z축의 평면상에서 3차

원 데이터를 취득한다. 마치면 로테이터가 설정된 각도로 Z축을 

기준으로 센서를 수평 회전시킨 후 다시 센서헤드가 Y축을 기

준으로 회전하며 X, Z축 평면상에서 데이터를 취득한다. 위와 

같이 센서헤드와 로테이터의 회전을 반복하여 설정된 거리

(Range)이내의 3차원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수집한다. 센서의 사

양은 Table 1에서 나타내었다. 센서의 최고 운용수심은 3,000m

이며, 운용주파수는 675kHz이다. 프로파일링 데이터 취득 시의 

주사거리(Range)는 최소 0.5m에서 최대 100m까지 사용할 수 있

다. pulse length 10s이고, 음속(speed of sound) 1,500일 때, 

거리 해상도(Range resolution)는 식 (1)에 의해 7.5mm이다.

 
 ×  

                  (1)

2.3 센서 거치대 제작

부두에서 설계된 수심과 방향으로 센서를 운용하기 위해 Fig. 

3과 같은 거치대를 제작하였다. 부두의 깊이에 따라 2m씩 연장

할 수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봉을 박스형태의 거치대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중에 있는 센서를 원하는 방향각으로 회

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센서와 알루미늄 봉의 무게를 고

정용 박스가 지탱할 수 있도록 하부에는 슬라이딩 방식의 고정

축(arm) 두 개를 장착하였다. 거치대 하부에는 네 개의 수평 회

전 가능한 우레탄 바퀴를 장착하여 부두에서 센서와 거치대 전

체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3 Photo and design of profiling SONAR bracket 



Fig. 4 Positions and reference direction for profiling data 

acquisition at pier

Fig. 5 Design of range and distance between each positions

3. 실험 내용   

3.1 실험 개요

프로파일링 3차원 데이터 취득 실험은 2013년 2월 12일부터 2

월 22일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두에서 수행했

다. Fig. 4에서는 19개의 데이터 취득 위치를 위성사진 상에 나

타내고 있으며, 3차원 데이터 취득시의 X, Y 평면의 센서 좌표

계와 기준방향(Reference Direction)을 나타내고 있다. 센서 데이

터의 좌표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설치과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부두의 거치대 설치면에서 하방 6미

터 수중으로 센서를 내리는 것과 다른 하나는 로테이터의 X축 

양의 방향인 커넥터 방향을 기준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GPS위치 값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Y축의 설치 offset값만 

고려하여 각 센서의 데이터 취득 위치좌표는 0, 0.34, 0으로 설

정하였다. 위와 같은 운용으로 부두 인근의 19개 데이터는 모두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높이에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Fig. 5의 좌측 상부에 표시한 3개의 작은 원은 주사거리 7.5m 반

경으로 데이터를 취득한 위치이고, 나머지 16개의 큰 원으로 표

시한 위치에서는 주사거리 10m 반경으로 데이터를 취득한 위치

이다.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높이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였기 때

문에, Fig. 5에서 설계한 거리만큼 수평이동을 시켜줌으로써 모

든 3차원 데이터는 육상에서 측량한 위치기반으로 정밀하게 합

성할 수 있다.   

3.2 실험 데이터의 후처리

19개의 위치에서 취득한 실험 데이터의 합성 작업은 3차원 데

이터 편집 프로그램인 CloudCompare를 사용하였다. Fig. 6은 

Fig. 4의 좌측에 나타낸 01번, 02번, 03번 위치에서 수집한 3차원 

Fig. 6 Distance between No.1 and No.2 data

Fig. 7 Distance between No.2 and No.3 data

Fig. 8 Composition of No. 1 and No. 2 and No.3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합성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Fig. 4에 

표시한 01번과 02번 사이의 거리인 8.5m만큼 X축 방향으로 이

동시키면 Fig. 6과 같이 합성된 3차원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다. 

Fig. 7에서는 Fig. 4의 02번 위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03번 데

이터를 X축으로 8.5m 이격시킨 결과이다. 이렇게 19개의 프로

파일링 데이터를 부두에서 취득한 설계도 거리만큼 X, Y축으로 

이동하면 수중 3차원 데이터 합성을 완료할 수 있다. 

3.3 결과 검토

센서를 운용하기 위한 거치대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GPS 없

이 부두에서 측량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정밀한 3차원 데이터 

합성을 수행하였다. 프로파일링 데이터의 합성으로 부두 전체의 

하부 지지대와 해저 주변의 상태를 3차원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센서의 성능 또한 검증할 수 있었다. 실험에서 취득한 

프로파일링 데이터는 총 2,673,107개이며, 수면 노이즈를 제거 

한 데이터 합성 결과물을 Fig. 9에 총 2,001,349개의 프로파일링 



Fig. 9 Result of composition of all 3D profiling data at pier

데이터로 나타내었다. 부두 외각에서 거치대를 설치하여 수중에

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은 GPS 없이도 정밀한 측량으로 수

중 3차원 데이터를 합성할 수 있었지만, 부두 내부에 위치한 지

지대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없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다관절 해저로봇 소나 연동 운용전략

4.1 소나 연동 운용전략

본 실험에서 사용한 프로파일링 소나는 센서를 회전시키는 모

터가 하나이므로 2차원 평면에서만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취득

할 수 있다. 3차원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센서의 경사각을 제

공하는 로테이터에 설치 운용하였다. 하지만, 로테이터를 다관

절 해저로봇에 설치하면 프로파일링 소나가 다관절 해저로봇과 

수평을 이루게 되어 2차원 이미징 데이터 취득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2차원 이미징 데이터 취득과 3차원 프로파일

링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Fig. 10의 좌측 그

림과 같이 다관절 해저로봇에 설치한 상태에서 다관절 해저로봇

이 로테이터를 대신하여 센서의 경사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

래의 Fig. 10의 오른쪽 그림은 다관절 해저로봇에 설치된 프로

파일링 소나헤드가 한 평면상에 80° 각도로 프로파일링하고, 다

관절 해저로봇이 30° 크기로 경사각을 제공할 때의 거리에 따른 

관찰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때, 

Table 2와 같이 다관절 해저로봇의 전방 3m 거리에는 가로 약 

5m x 세로 약 1.6m의 면적으로 프로파일링 할 수 있으며, 프로

파일링 point 들의 최소간격은 가로 11.81mm x 세로 26.62mm

로 나타나며, 최대간격은 가로 20.09mm x 세로 28.46mm이다. 

그리고 이 면적에는 총 21,300개의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으며, 내부에 1m x 1m 크기의 대상이 위치한다면 가로 

84point x 세로 37point의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

1171 SONAR

Fig. 10 Operation concept of CR200 with 1171 SONAR

수직거리 3000mm 5000mm

면적 5062mm x 1607mm 8390mm x 2671mm

profiling 
최소간격

11.81mm x 
26.62mm

19.72mm x 
44.24mm

profiling 
최대간격

20.09mm x 
28.46mm

33.49mm x 
47.30mm

Point 수 21,300 point 21,300 point

1m x 1m 
point 수

84point x 37point 51point x 23point

Table 2 Operating resolution of profiling SONAR for CR200

5. 결    론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서해의 수중환경 특성과 프로파일링 소

나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3장의 실험을 통해 육상 측

량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수중 3차원 데이터 취득과 데이터의 

합성 기법을 검증하였다. 4장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다관절 해

저로봇에 프로파일링 소나를 연동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

였으며, 향후에는 4장에서 소개한 프로파일링 소나와 다관절 해

저로봇 연동 운용전략으로 실해역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다관절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3)” 과제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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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00의 악시계 극복을 위한 
고해상도 초음파카메라의 운용에 관한 연구

박진영․백 혁․최 고․전봉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시스템연구부

Preliminary Operation of High-Resolution Acoustic Camera 

for CR200 in Low-Visibility 

Jin-Yeong Park, Hyuk Baek, Go Choi and Bong-Huan Jun

Ocean System Engineering Research Division, KIOST, Daejeon, Korea

KEY WORDS: Acoustic camera 초음파카메라, CR200, High resolution 고해상도, Mosaic 모자이크

ABSTRACT: We have developed a multi-legged underwater robot, CR200. This robot is supposed to inspect and work in high tidal current 

environment with low visibility. CR200 is equipped with a high-resolution acoustic underwater camera to clear her visibility in highly turbid 
water where any optic cameras are useles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acoustic camera and its preliminary operation in water tank. We 
compared images between the acoustic camera and a multi-beam sonar. Underwater experiments was conducted to acquire acoustic images. The 

acoustic images are compared with images taken by a typical optical camera. Measuring size of a target object on the acoustic images and 
simple mosaic work are also included.

1. 서    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조류가 강한고 시계가 극히 불량

한 천해에서의 탐사 및 수중작업을 하기 위한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을 2010년부터 개발하고 있다. (Jun et al, 2011) 이 해

저로봇은 프로펠러 추진 방식이 아닌 4자유도를 갖는 6개의 다

리를 이용하여 해저면을 보행하게 된다. 다리를 이용한 보행은 

해저면에 쌓인 침전물 등을 교란시키지 않으며 이동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고, 강조류에 보다 잘 버틸 수 있게 된다. Fig. 1은 

개발 중인 200m급 다관절 로봇 CR200을 보여주고 있다.

조류가 심한 천해에서는 수질의 탁도가 높고, 부유물 등이 많

아 광학카메라로는 주변 시야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 상황에 따라서는 2~3m의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도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매니퓰레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악시계 환경을 극복한기 위해

서 초음파카메라(Acoustic camera)를 CR200에 장착했다.

초음파카메라는 다수의 초음파를 전방으로 방사하고, 전방 물

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를 다시 수신하여 처리하고, 이를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음파의 주파수와 센서의 품질, 수신된 음

파의 신호처리 등이 초음파카메라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고성능 초음파카메라로 인정받는 DIDSON 

(Dual-Frequency Identification Sonar)이 2000년 대 초반에 소개

됐다. (Belcher, E. et al, 2002a), (Belcher, E. et al, 2002b) 이를 

이용한 실시간 물체 인식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됐다. (Yu 

et al, 2006), (Yu, 2008)

CR200에 장착되는 초음파카메라는 DIDSON의 후속제품인 

ARIS(Adaptive Resolution Imaging Sonar)이며, DIDSON에 비

해 더욱 높은 주파수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에서의 CR200에 장착된 초음파카메라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예비 실험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장착된 

초음파카메라를 소개하고 해상도 확인을 위하여 유사 장비인 

BlewView사의 멀티빔 소나 P900-45 모델과의 해상도 비교 결과

를 소개한다. 수중에서 타겟이 초음파이미지 상에서 어떻게 비

춰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조 실험을 수행했으며, 타겟의 크

기 정보를 얻도록 했다. 획득한 초음파 이미지를 후처리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Figure 1 Multi-legged Underwater Robot - CR200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고해상도 초음파카메라 소개

2.1 초음파카메라 - ARIS Explorer 30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음파카메라는 Sound Metrics사에서 개

발/제작한 ARIS Explorer 3000 (이하 ARIS) 모델이다. ARIS의 

외관 및 기본 사양은 Fig. 2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식별모드에서는 3.0MHz의 고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현존

하는 초음파카메라 중에서 제일 높은 주파수이다. 이러한 고주

파수를 이용하면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식별거

리가 5m 이내로 짧아진다는 것이다. 

Figure 2 ARIS Explorer 3000

(image from www.soundmetrics.com)

Operating
Frequency

Beamwidth
Number of 

Beams
Range

Identification 
mode

3.0Mhz 0.25 128 5m

Detection 
mode

1.8Mhz 0.42 128 or 64 15m

Table 1 Specifications of ARIS Explorer 3000

Frame rate
Field of 

view
Power 

consumption
Weight @ 

air
Dimension

30 fps 
(max.)

30o 15W 5kg
26×16×14 

cm

실제 운용의 편리성을 위해 초음파카메라를 2축 로테이터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동요(Rolling)와 횡동요

(Tilting)의 2축 회전운동이 가능한 로테이터를 사용했다. 로테이

터의 모델명은 X2이며 역시 Sound Metrics사 제품이다. 외관 및 

사양을 Fig. 3과 Table 2에 나타냈다. Fig. 4는 ARIS를 로테이터

에 장착한 모습이며 회전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선수동요

(Yaw 또는 Heading)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구동기나 모

듈이 필요하게 된다.

Figure 3 X2 rotator for ARIS

Figure 4 ARIS was attached on X2 rotator 

with roll/tilt mode

Properties Description

Rotation Speed Range 0.1o ~ 40o per second

Power Supply Voltage 12-36 VDC

Power Dissipation
6W idle plus up to 30W per 

active axis at maximum torque

Maximum Depth 300m

Torque and Braking 25 foot-pounds

Weight
9.1kg @ air

4.5kg @ water

Dimensions 32 × 28 × 17 cm

Compatible Sonar DIDSON, ARIS

Angular range, both axes Up to 360o depending on setup

Table 2 Specifications of X2 rotator

2.2 해상도 비교

ARIS는 현존하는 수중 초음파카메라 중에서 제일 높은 주파

수인 3.0MHz를 사용하며 최대 해상도(Downrange resolution)

는 2.9mm이다. 이와 함께 900kHz를 사용하는 BlueView사의 멀

티빔 소나 P900-45와 해상도를 비교해 보았다. 실험은 거제도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두에서 이루어졌다. 

타겟은 삼각대의 꼭지점에 조립되는 물체로 원판과 거기에서 솟

아난 3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형상이다. Fig. 5 (a)는 실제 타겟



을 보여주고 있다. P900-45의 이미지로는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 형상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알기가 어렵다. (Fig. 5 (b)) 하지만 ARIS를 이용하면 타겟의 다

리가 구분될 정도로 선명하고 자세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

다.(Fig. 5 (c)) 하지만 전방 100여까지 관측 가능한 P900-45와 달

리 ARIS는 식별모드에서는 유효 탐사거리가 5m 이내로 제한된

다.

(a) Real target

(b) Image by Multi-beam sonar P900-45

(c) Image by ARIS 

Figure 5 Comparison between images from BlueView and ARIS. 

(a) Real target, (b) Image by BlueView P900-45, and (c) Image 

by ARIS 

3. 수조 실험 및 초음파 이미지 분석

3.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의 수조 실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

랜트연구소 해양공학수조 내에 위치한 트림 탱크에서 진행되었

다. (Fig. 6) 트림 탱크의 최대 깊이는 120cm이며, 초음파카메라

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85cm (수심 35cm)에 설치했다. 로테이터

의 설정은 Roll/Tilt모드로 했으며, 이 경우 선수동요는 되지 않

는다. Fig. 7은 실험에 사용된 타겟을 보여준다. 프레임 구조이

며 크기 정보를 간략히 나타내었다. 높이가 약 63cm이며 가로와 

세로는 각각 48cm, 38cm이다. 프레임을 이루는 파이프의 지름

은 약 2.5cm이다.

Figure 6 Experiment setup in the trim water 

tank

Figure 7 Target (unit: cm)

3.2 초음파 영상의 획득

초음파카메라를 통해 보는 영상은 광학카메라와는 다르다. 초

음파카메라에서 방사된 초음파 빔(beam)이 물체에 부딪혀 다시 

초음파카메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때 얻는 정보는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음파의 강도(Intensity)와 거리이다. (Yu et al, 2006) 

초음파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 영상이 출력되기 때문에 광학카

메라 또는 육안으로 보는 이미지와는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므

로 초음파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매니퓰레이터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는 카

메라와의 상대 거리가 따라 출력된다. Fig. 8은 수조 밖에서 광

학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Fig. 8 (a))와 그 때의 초음파 이미지



(Fig. 8 (b))를 나란히 나타낸 것이다. 광학이미지에 나타난 타겟

과 초음파 이미지 상에 나타난 타겟의 각 대응점을 알아보기 쉽

도록 모서리에 A, B, C, D, E로 표시를 했으며, 상단 4개의 봉에 

붉은 선으로 표시를 했다.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 아래 쪽이 카

메라가 있는 방향이다. 따라서 아래에 출력된 지점일수록 카메

라와 가깝고, 위로 갈수록 카메라와 먼 지점이 된다. (Fig. 8 (b)) 

그러므로 ARIS와 제일 가까운 타겟의 A지점이 제일 하단에 나

타나게 된다. 하지만 광학카메라의 이미지 상에서는 E지점이 가

장 아래에 나타나게 된다. (Fig. 8 (a))

Fig. 9는 초음파 카메라를 회전시켰을 때 얻은 이미지이다. 

Fig. 9 (a)는 45
o 회전 시켰을 때이고, Fig. 9 (b)는 90o 회전 시켰

을 때이다. 이런 회전 동작은 물체의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보기 

쉽게 해 준다. 특히, 90
o 회전 시키게 되면 물체의 높이를 추정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a) (b)

Figure 8 Optical image and underwater acoustic image: (a) 

Optical image: Roll axis is denoted. Each five vertices of the 

target are denoted by A, B, C, D and E, respectively. Four bars 

are also denoted by four red lines. (b) Acoustic image: 

Corresponded vertices and bars are indicated.

(a) (b)

Figure 9 Underwater acoustic images: 

(a) Roll at 45o, (b) Roll at 90o

  4. 초음파 이미지의 활용    

4.1 물체 정보 추출

타겟의 높이나 폭 등 기하학적 정보는 초음파 이미지 상에서 

쉽게 얻어질 수 있다. Fig. 10에서는 타겟의 높이를 측정하고 있

다. 타겟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타겟의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수조 실험에서는 타겟의 그

림자가 선명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초음파카메라를 90도 

회전시켜 높이를 측정하였다. Table 3에 실측값과 초음파 이미

지로부터 측정한 값을 비교했다. 크게는 4cm, 작게는 1cm의 오

차를 보였으나, 이 타겟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크기를 추정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오차의 원인 및 경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

해서는 보다 많은 실험이 요구된다.

Figure 10 Measuring the height of the target 

at roll 90
o

unit: cm Measured value Estimated value

Height 63 67

Width 48 49

Depth 38 36

Table 3 Comparison of dimensions between the measured values 

and estimated values from acoustic images

4.2 모자이킹

모자이킹 기법을 이용하면 여러 이미지를 모아 관심 대상 물

체 및 그 주변에 대한 확장된 이미지를 생성시킬 수 있다. Fig. 

11은 관심 대상(b)과 그 좌우의 이미지((a), (c))를 보여준다. 이

를 모자이킹하면 Fig. 12를 얻을 수 있고, 관심 대상과 그 주변

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R200은 위치를 이동하며 

촬영 후 이런 후처리를 통해 고해상도 평면 지도를 생성할 계획

이다. (Fig. 13)



(a) (b) (c)

Figure 11 Partly grabbed images

Figure 12 Mosaiced Image

Figure 13 Concept of scanned and mosaiced image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 CR200이 악시계 환경에서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착한 초음파카메라의 예비 운용 

실험에 대해 소개했다. 장착된 초음파카메라를 소개했고, 유사 

장비와 해상도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ARIS는 근거리 정밀 탐사

에 적절한 성능을 보여줬다. 트림 탱크 내에 ARIS와 물체를 위

치시켜 수중에서의 이미지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사물을 광학

카메라나 육안으로 통해서 관측할 때와 초음파 이미지를 통해 

관측할 때의 차이를 확인했다. 획득한 초음파 이미지를 통해 물

체의 크기 정보를 추출하거나, 간단한 모자이크 과정을 통해 향

후 정밀 지도나 지형도 작성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ARIS는 근거리에 대해서는 고정밀도의 초음파 이

미지를 제공해 주었으며, CR200에 장착하여 운용할 경우 수중

작업을 위한 영상의 제공, 주변에 대한 고정밀 지도 생성 등에 

활용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관절 복

합이동 해저로봇(3)”의 연구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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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modal analysis for the body frame of 200 meter class multi-legged subsea robot, 
Crabster200(CR200). The body frame of CR200 is designed as a rib cage in order to disperse applied external loads and is 
made of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CFRP) Therefore, the frame is lighter and stronger than a frame of the other 
conventional materials. In order to perform the reasonable FEA for CFRP body frame, we carried out specimen test of CFRP. 
Using the obtained material properties from the test, we performed modal analysis.

1. 서    론 

최근 수중작업과 해양탐사의 목적으로 원격무인잠수정(ROV)

와 자율무인잠수정(AUV) 같은 수중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대부분의 ROV와 AUV는 이동하거나 호버링(hovering)

을 위하여 스크류 형태의 구동기를 사용한다(Shim 등 2010, 

Wemli 등 1984, Leobis 등 2004).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수중

로봇들은 강한 조류와 같은 수중환경에서는 정확한 위치제어

를 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가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서해의 

경우, 강한 조류와 악시계 등 환경적으로 악조건을 가지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수중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수중로봇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수심 

200미터급 다족 수중로봇, 크랩스터200(Crabster200)을 개발하

고 있다(Jun 등 2011, Shim 등 2013).

크랩스터200과 같은 다족 보행 로봇은 여러 개의 다리를 가

지기 때문에 스크류 형태의 구동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ROV

나 AUV에 비해 우리나라 서해의 강한 조류와 같은 악조건을 

극복하기에 더 유리하다. 강한 조류가 흐르는 지역에서 다족 

보행 로봇은 Fig. 1(c)와 같이 로봇의 자세를 바꾸어 조류를 극

복할 수 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다족 로봇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Takkahashi 등은 1993년 해저탐사 목적의 6

족 보행 수중로봇을 DC 서보모터와 기어를 이용하여 개발하였

다(Takkahashi 등 1993). Schmucker 등은 “Katharina"라는 6

각형의 몸체와 매니퓰레이터를 가진 6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

였고, 이 로봇의 총 무게는 약 25kg이다(Schmucker 등 1996). 

Weidemann 등 또한 DC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6족 보행 로

Fig. 1. Conceptual pictures of the CR200 : (a) Walking 
on the sea floor(upper), (b) manipulation with robot 
arms(middle), and (c) To overcome strong tidal 
current(lower)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a)     (b)
Fig. 3. Manufactured CFRP body frame of CR200(a) and Finite 
element model of CFRP body frame(b)

Parameters Value

Size [m] 2.42(L)X2.45(W)X1.16(H)

Weight [kg] 500(w/payload)

Frame weight [kg] 60

Max. ground clearance [m] over 0.5

Number of legs 6

Max. walking speed [m/s] 0.5

Max. depth of water [m] 200

Max endurable current [knot] 2

Power supply [volt] 200

Table 1 . Specifications of CR200

봇을 개발하였다. 이 로봇의 무게는 약 23kg이다(Weidemann 

등 1994). 기존의 6족 보행로봇과 비교할 때, 크랩스터200은 크

기와 무게, 외부디자인 등에서 큰 차별성을 가지는데, 이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몸체의 재질이다. 크랩스터의 몸체 프레임은 

복합소재인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으로 제작되어 다른 

다족 보행로봇과 비교할 때 더 가볍고 강한 특성을 갖는다.

복합소재는 알루미늄이나 티타늄과 같은 금속 재질에 비해 

높은 강성밀도와 강도, 재료 감쇄를 가지기 때문에, 복합소재

로 만들어진 구조는 소음과 진동을 흡수할 뿐 아니라 피로균

열이나 진동 감쇄 특성도 개선되기 때문에 우주선이나 비행기, 

자동차, 수중로봇 등에 적용된다(Tsai 등 1988, Saravanos 등 

1989, Wang 등 2010).

또한, 복합소재를 몸체 프레임에 적용함으로서, 크랩스터200

은 다리에 대한 부하용량을 줄일 수 있고 구조적 강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크랩스터200의 몸체 프레임은 개방구조로 설계

되었으며, 사람의 갈비뼈 구조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도록 설계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크랩스터에 적용된 복합소재로 만들어진 몸

체 프레임에 대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유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유진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몸

체 프레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시편시험을 수

행하였다. 시편시험을 통해 몸체 프레임에 사용된  복합소재의  

재료 물성치를 구하고 이를 유한요소해석에 반영하여 크랩스

터 몸체 프레임의 고유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2. 시스템 개요

해저보행로봇 크랩스터200은 해저면을 세밀하게조사하거나 

로봇팔을 이용하여 정밀한 수중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크랩스터200은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6개의 다리를 가

지고 있으며, 6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Fig. 1(a)에서와 같이 해

저면에서 게나 바다가재처럼 걸을 수 있다. 6개의 다리 중, 뒤

편의 4개 다리는 보행전용 다리이고, 앞쪽의 두 개 다리는 Fig. 

1(b)에서 볼 수 있듯이 보행 뿐만 아니라 로봇팔로도 사

Fig. 2. Concept picture of equipped devices and body frame 
with installed legs

용될 수 있다. 크랩스터200은 수중 임무수행 중 강조류를 만났

을 때 Fig. 1(c)에서와 같이 자세를 변환하여 조류를 극복할 수 

있다.

크랩스터200의 몸체는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체역학적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유선형 형태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

스틱(GFRP)로 덮혀 있다. 크랩스터200은 길이 2.42미터, 가로 

2.45미터, 높이 1.3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최고 

1.8미터까지 올릴 수 있다. 크랩스터200의 무게는 약 500Kg 정

도이며 외부에서 공급되는 150-200 볼트 직류전원을 이용하며, 

수심 200미터까지 내려가게 된다.  크랩스터200 기구부의 사양

은 Table 1과 같다.

크랩스터200이 수중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초음파위치센서

(USBL), 유속센서(ADCP), 고해상도 스캐닝 소나, 전등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센서들은 Fig. 2에서 보듯이, 

모두 크랩스터의 몸체 프레임에 장착된다. 크랩스터200은 여러 

탐사장비들과 다리들을 장착한 채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프레임은 큰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자체 부하

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몸

체 프레임의 재료로 선정하였다. 프레임은 사람의 갈비뼈 형상

을 가지도록 설계하여 외부의 부하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로봇 내부의 여러 장비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갈비뼈 구조의 몸체 프레임 형상은 개방형 구조를 가지기 때

문에 프레임의 자체 중량도 줄일 수 있다.



Parameters Top Side Bottom Pillar

Modulus of Elasticity[Gpa] 46.8 58.9 58.9 46.8

Tensile strength[Gpa] 517 613 667 517

Denstity[kg/m3] 1452 1577 1559 1452

Poisson's ratio 0.3 0.3 0.3 0.3

Table 2 . Material properties of CFRP for frame

Fig. 3(a)는 제작된 크랩스터200의 복합소재 몸체 프레임을 나

타낸 것이다. 몸체 프레임은 상부, 측면부, 하부, 중앙 지지대 

등 4가지 파트로 구성되며, 각 파트의 복합소재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작되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프레임의 

중앙에는 속이 빈 사각기둥 형태의 중앙 지지대가 위치하여 

전체 프레임 구조를 지지하게 되고, 프레임 양쪽 측면부의 하

단에 6개의 다리가 부착된다. 제작된 복합소재 몸체 프레임의 

무게는 약 60kg이다. 

3. 프레임의 고유진동 해석

크랩스터200의 몸체 프레임에 대한 고유진동해석을 하기 위

하여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복합소재 몸체 프레임을 모델

링하였다. Fig. 3(b)는 몸체 프레임의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Ansys 프로그램의 쉘요

소를 이용하였고, 유한요소모델은 29,572개의 쉘요소로 이루어

져 있으며 30,515개의 노드를 가진다. 복합소재는 제작방법에 

따라서 재료물성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몸체 프레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하고, 시편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 는 복합소재 프레임의 각 파트별 재료시편시험의 결

과를 보여준다. 시편시험은 굽힘과 인장시험을 통해 탄성강도

와 인장강도 등을 취득하였다. 시편실험결과 탄성강도는 약 

45~60Gpa의 범위에 존재하였고, 인장강도는 500~700Gpa 사이

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하부면의 경우 두 가지 형

태의 복합소재가 이중구조로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복합소재의 강도특성을 평균내어 재료물성치를 산출하였다. 일

반적으로 복합재료는 기존 철금속에 비해 가볍고 높은 강도를 

지니는데, 시편시험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알루미늄 6061 T6 에 비해 강성밀도(specific stiffness)와 

강도밀도(specific strength)는 각각 1.5배, 4.4배 강하고, 밀도는 

약 45% 작아 크랩스터200에 사용된 복합재료가 알루미늄 6061 

T6에 비해 가볍고 높은 강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시편시험에서 구한 재료물성을 프레임의 유

한요소모델에 적용하기 전에,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시편을 모델링하여 시편시험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편시험

을 시뮬레이션하여 그 결과를 시험과 비교하였다. 하지만, 시

편에서 구해진 재료물성을 시편모델에 적용했을 때 해석결과

는 시험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재료물성이 각각의 

쉘요소에 적용되어 적층되기 때문에 실제 시편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한요소

모델과 실제 복합재료와의 특성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하중-

Fig. 4 Force-displacement graph of CFRP on the top of the 

frame  

변위 

그래프를 이용하여 모델의 재료물성을 보정하였다. Fig. 4는 물

성치 보정 후 시편시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해진 프레임 

상부의 하중-변위 곡선이다. 변위가 커질수록 오차가 있긴 하

지만, 기울기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 프레임의 각 부

분별 재료물성을 같은 방법으로 구한 후 전체 프레임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4. 고유진동 해석 결과

시편시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정된 재료물성을 이용하여 

몸체 프레임의 고유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7은 몸체 

프레임의 고유진동모드를 나타낸 그림이다. 복합재료 몸체 프

레임 모델은 쉘요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6개의 강체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7번째 모드부터 프레임의 유연모드가 된다. 6

개의 강체모드들은 모두 0Hz 부근에 존재했으며, 첫 번째 유연

모드는 28.5Hz에서 나타났고 Fig. 5와 같은 모습으로 프레임의 

전방부위에서 최대 변형이 일어났다. 두 번째 유연모드 역시 

첫 번째 모드와 같은 전방부위에서 변형이 일어났으며(Fig. 6) 

고유진동 모드 주파수는 35Hz였다. 세 번째 유연모드는 40.1Hz

에서 나타났으며 Fig. 7에서와 같이 프레임의 후방부위에서 변

형을 보였다. 프레임의 유연모드 주파수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복합재료로 제작된 크랩스터200의 몸체 프레

임에 대하여 고유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유진동해석을 수행

Natural frequency Value

1st flexible mode 28.5 Hz

2nd flexible mode 35.0 Hz

3rd flexible mode 40.1 Hz

Table 3 . Natural frequencies of the frame



하기 위하여 프레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재료물

성을 구하기 위한 시편시험을 수행하였다. 구해진 재료물성은 

하중-변위 그래프를 통해 보정되어 몸체 프레임 해석에 적용되

었다. 몸체 프레임의 고유진동모드는 1~3차까지 50Hz이하에서 

관찰되었고 최대 약 1.3mm의 변형량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수

행한 복합소재 몸체 프레임에 대한시편시험과 고유진동해석은 

로봇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분석이나 추후 복합소재를 

이용한 로봇프레임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로봇 개발” 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

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H. W. Shim, B. H. Jun, P. M. Lee, H. Baek and J. H. Lee 

(2010) “Workspace Control System of Underwater 

Tele-operated Manipulators on an ROV,” Ocean 

Engineering, Vol. 37, pp.1036-1047.

R. Wernli and J. Jaeger (1984) “ROV technology updat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roceeding of the 

MTS/IEEE OCEANS 84, pp.639-645.

D. Loebis, R. Sutton, J. Chudley and W. Naeem (2004) 

“Adaptive Tuning of Kalman Filter via Fuzzy Logic for an 

Intelligent AUV navigation System,” Control Engineering 

Parctice, Vol. 12, Issue 12, pp.1531-1539.

B. H. Jun, H. W. Shim and P. M. Lee (2011) “An 

Approximation of Generalized Torques by the Hydrodynamic 

Forces Acting on Legs of Underwater Walking Robot,” 

International Journal of Ocean System Engineering, Vol. 1, 

No. 4, pp.222-229.

H. W. Shim, B. H. Jun and P. M. Lee (2013) “Mobility and 

Agility Analysis of a Multi-legged Subsea Robot System,” 

Ocean Engineering, Vol. 61, pp.88-96.

H. Takahashi, M. Iwasaki, J. Akizono, O. Asakura, S. Shiraiwa, 

and K. Nakagawa (1993) “Development of an aquatic 

walking robot for underwater inspection,” the Report of 

the port and harbor research institute, Vol. 31, No. 5(30th 

Anniversary issue), pp.313-357.

Schmucker, A. Schneifer and T. Inme (1996) "Hexagonal 

walking vehicle with force sensing capabilit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easurement and control 

in robotics(ISMCR), pp. 354- 359.

H. J. Weidemann, F. Pfeiffer and J. Elize (1994) “Sixlegged 

TUM walking robot,” In Proceedings of the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pp. 1026–1033.

S. W. Tsai (1988) “Composite Design,” 4th edition, Think 

Composites, Dayton, Paris and Tokyo, 1988, Ch.1.

D. A. Saravanos and C. C. Chamis (1989) “An Integrated 

methodology for optimizing structural composite damping,” 

ASME Mechanics of Plastics and Plastic Composites, AMD 

10, pp.167~180.

Y. Wang, M. Sun, Z. Zheng and S. Zhu (2010) “Finite 

Element Modeling of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Pressure Vessel,” Int. Conf. on Educational and Network 

Technology.

Fig. 5. 1st flexible mode of CFRP body frame 

Fig. 6. 2nd flexible mode of CFRP body frame 

Fig. 7. 3rd flexible mode of CFRP body frame 



다관절 해저로봇 CR200의 연성 실시간 제어를 위한
원격 운용 소프트웨어의 구현

 

김방현*
․박성우*

․이판묵*
․전봉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스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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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remote operating software providing soft real-time control using software timer for a multi-legged subsea 
robot, named CR200, which is a 200m-class walking robot. The CR200 can work in shallow and strong tidal current and high turbidity 
environment by crawling sea floor using six legs to survey shipwreck and scientific research. Operators control the CR200 using various 

programs running on computers in the remote control unit. Operating software consists of agent program, pilot program, 3D viewer program, 
dynamics simulation program, navigation program, video program, scanning sonar program, acoustic camera program, and current monitoring 
program. Agent program is main program which interfaces remote control unit with the CR200, and calculates joint angle reference of legs by 

posture and gait algorithm. Agent program should support real-time characteristic because the CR200 needs 100 Hz control frequency to walk 
naturally. We have implemented soft real-time characteristic using software timer without real-time operating system. By experimental results, 
average of timer interval is exact 10 ms. Also, timing occurrence error is less than 171 us, and its standard deviation is 10.375 us. These 

results show that our approach without RTOS is enough to control the CR200 by 100 Hz frequency.

1. 서    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최대 200m 수심에서 정밀 해저탐사 및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해저보행로봇 CR200을 개발하고 있다. 

CR200은 다관절로 구성된 6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해저면을 보

행하여 이동할 수 있고, 앞쪽의 2개의 다리는 작업 로봇팔로도 

활용된다. 특히 CR200은 우리나라 서해와 같은 강조류 및 악시

계 환경에서도 탐사 및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수중

로봇이다(전봉환 등, 2010; Jun et al., 2011).

CR200의 주요 탑재 장비로는 악시계 극복을 위해 스캐닝 소

나(Scanning sonar)와 초음파 카메라(Acoustic camera), 전방향 

모니터링을 위한 광학 카메라 10대, 조류의 속도를 감지하는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자세 정보를 위한 

AHRS(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 수중에서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한 USBL(Ultra short base line), 해양환경 조사를 

위한 CTD(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profiler), 해저 샘플 

채취를 위한 툴 슬레드(Tool sled), 고도계, 기가비트 이더넷 스

위치, Ethernet-to-CAN 변환기 4대, Ethernet-to-Serial 변환기 2

대, 그리고 LED 라이트가 있다. 6개의 다리에는 보행과 작업용 

로봇팔을 구동하기 위한 모터 30개, 상대 엔코더 28개, 절대 엔

코더 24개, 그리고 로드셀(Loadcell) 6개가 있다. CR200을 운용

하기 위한 부가 장비로는 CR200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를 하

는 원격제어실(Remote control unit)과 CR200이 모선에 연결된 

케이블에 의하여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완충기(Depressor)가 있

다. 원격제어실과 CR200 및 완충기 사이는 150V 직류 전력선과 

1Gbps 광케이블로 연결된다. 현재 CR200의 하드웨어 제작이 완

료되었으며, 테스트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Fig. 1은 

테스트 중인 CR200의 모습을 보여준다.

Fig. 1 Test appearance of CR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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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CR200을 원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프

트웨어에 대하여 소개한다. 운용자는 원격제어실에서 유선으로 

연결된 CR200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한다. CR200이 

안정적인 보행을 하기 위하여 100Hz의 주기로 제어되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에, CR200으로부터 전송 받은 상태 정보를 기반으

로 보행 알고리즘을 연산하여 제어 명령을 10ms 간격으로 균일

하게 CR200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시간 제어를 위해

서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운영체제(Real-Time Operating System: 

이하 RTOS라 함)를 사용하지만, 운용 소프트웨어의 구현 및 유

지보수나 비용 면에서 제약이 있다. 따라서 CR200 운용 소프트

웨어에서는 실시간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 시간 기

반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사

용하여 연성 실시간 제어(Soft real-time control)를 하는 방법(김

방현 등, 2012)을 구현하였다.

CR200의 전체 운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연성 실시간 제어를 수행하는 주제어 프로그램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하여 다루며, 마지막으로 4장에

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원격 운용 소프트웨어  

CR200 운용 소프트웨어는 원격제어실의 7대의 컴퓨터에서 동

작하며, CR200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

다. CR200 운용 소프트웨어는 Fig. 2와 같이 에이전트 프로그램

(Agent program),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3D 뷰어 프

로그램(3D viewer program), 동역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Dynamics simulation program), 항법 프로그램(Navigation 

program), 비디오 프로그램(Video program), 스캐닝 소나 프로

그램(Scanning sonar program), 초음파 카메라 프로그램

(Acoustic camera program), 조류 모니터링 프로그램(current 

monitoring)으로 구성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에이전트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 3D 뷰어 프로그램, 동역학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항법 프로그램과 비디오 프로그램

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스캐닝 소나 프로그램, 초음파 

카메라 프로그램, 조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장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Fig. 2 Organization of operating software for CR200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CR200 운용 소프트웨어의 주프로그램으

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신한 사용자 명령과 CR200으로

부터 수신한 해저로봇 상태를 기반으로 해저로봇의 움직임을 결

정하여 CR200을 제어한다. 또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다른 프

로그램에서 필요한 CR200의 상태 정보를 제공하고, CR200 하드

웨어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로깅을 수행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배경으로 하는 Fig. 

3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주화면과 CR200 시스템의 상태 

출력과 버튼 입력으로 이루어진 GUI 보조화면을 통하여 운용자

가 CR200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H 223  R -3  P 10 V3T 13:24:02
E 01:34:28

T 200 (72.2m)
D 180.23
A 0.32

Present Time, Elapsed time Heading, Roll, Pitch Video 3

Relative Distance angle to Target, Depth, Altitude

C 34 (0.12m/s)

Current

Fig. 3 Main display of pilot program

3D 뷰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CR200의 자세 및 동작을 3D 

영상으로 보여주며, 파일럿 프로그램의 보조화면과 함께 사용된

다. 동역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보행 알고리즘을 CR200에 

적용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게 

한다. 항법 프로그램은 하이팩(Hypack)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CR200과 모선의 위치를 GUI로 모니터링 하고, 비디오 프로그램

은 Axis Camera Stat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CR200 시스템

에 있는 8대의 아날로그 카메라와 4대의 네트워크 카메라의 영

상을 모니터링 및 녹화한다. 스캐닝 소나 프로그램과 초음파 카

메라 프로그램은 악시계에서도 시계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조

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BBtalk과 winADCP는 ADCP에서 수신

된 내용을 저장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다.

Fig. 4 Secondary display including pilot and viewer program 



3.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연성 실시간 제어

원격제어실에는 7개의 컴퓨터가 CR200을 운용하기 위해 있으

며, 주 네트워크는 기가비트 이더넷을 사용한다. CR200 내부의 

주 네트워크도 기가비트 이더넷이며, 원격제어실과는 기가비트 

광컨버터를 거쳐 광케이블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Fig. 5와 같은 

CR200 시스템의 통신 구조(Kim et al., 2011)에서 에이전트 프로

그램은 Ethernet-to-CAN 변환기와 Ethernet-to-Serial 변환기에 

연결된 CR200 장비를 TCP/IP 통신을 통하여 인터페이스 한다. 

Fig. 5에서 L1, L2, L3, R1, R2, R3는 왼쪽과 오른쪽의 앞쪽부터 

다리를 각각 의미하며, CB1과 CB2는 내압용기 1번과 2번의 제

어보드(Control board)를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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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munication structure of CR200 system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구조는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고 

계층(Deliberative layer), 실행 계층(Execution layer),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Hardware abstract layer: 이하 HAL이라 함)의 3개 

계층으로 구성된다. 숙고 계층은 보행 및 자세 제어를 위한 알

고리즘을 포함한 보행 제어기(Gait controller) 모듈로 구성되고, 

실행 계층에서는 숙고 계층을 수행하기 위한 에이전트 주 관리

(Agent main management) 모듈, 다중 프로세스(Multiple 

process) 모듈, 논리센서(Logical sensor) 모듈, 쉘 인터페이스

(Shell interface) 모듈, 기록(Log) 모듈, 프로그램간 통신

(Inter-program communication) 모듈, 다리 테스트(Leg test) 모

듈, 그리고 유틸리티 라이브러리(Utility library) 모듈로 구성된

다. HAL은 숙고 계층과 실행 계층이 특정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드웨어 종속적인 인터페이스 사항을 논리적인 개체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며, 가상 통신(Virtual communication) 모듈, 

센서 인터페이스(Sensor interface) 모듈, 제어 인터페이스

(Control interface) 모듈, 다중 환형큐(Multiple circular queue) 

모듈, 다중 직렬통신(Multiple serial communication)모듈, 다중 

소켓통신(Multiple socket communication) 모듈로 구성된다. 다

중 직렬통신 모듈은 원격제어실의 IRM(Insulation resistance 

monitor), USBL, 임무 컴퓨터, 소나 컴퓨터와 직렬통신으로 인

터페이스하고, 다중 소켓통신 모듈은 CR200, GPS, 파일럿 컴퓨

터, 코파일럿 컴퓨터, 항법 컴퓨터, 비디오 컴퓨터와 이더넷 통

신으로 인터페이스 한다.

Fig. 6 Software architecture of agent program

직렬통신이나 소켓통신으로 수신된 데이터는 다중 환형큐에 

즉시 저장되고, 데이터의 분석 및 처리는 다중 프로세스 모듈의 

주제어 루프에서 일괄적으로 수행되며, 처리된 결과는 논리 센

서 형태로 저장된다. 실행 계층에서는 실제 하드웨어의 주소나 

포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논리 센서 모듈에서 제공되는 논리 

센서의 정보와 가상 통신 모듈에서 제공하는 장비의 가상 이름

만을 사용하여 동작한다. 하드웨어와의 송수신 동작은 다중 직

렬통신 모듈과 다중 소켓통신 모듈에서 수행되고, 데이터 인코

딩 및 디코딩은 제어 인터페이스 모듈과 센서 인터페이스 모듈

에서 이루어진다. 쉘 인터페이스 모듈은 CLI(Command line 

interface)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간 통

신 모듈은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 사이의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다중 프로세스 모듈의 주제어 루프에서는 Fig. 7과 같이 수신 

데이터 처리, 보행 알고리즘 처리, 관절 제어 데이터 전송, 다른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 전송, 로깅, 시간 동기화를 한 주기로 

처리한다. CR200은 안정적인 보행을 위해서 100Hz의 주기로 제

어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한 주기는 10ms 이내에 처리되어

야 하고, 각 주기는 10ms 간격으로 균일하게 반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기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RTOS를 사용하

지만,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RTOS 대신에 시스템 시간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구현하여 실시간 처리를 수행한다.

Fig. 7 Main control loop of agent program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이용한 실시간 처리는 한 주기의 처리

가 평균적으로 10ms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

하다. 만약 10ms 이내에 기록까지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 주기의 

시작까지 리눅스의 usleep() 함수를 사용하여 대기하였다가 처

리를 재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다음 주기를 시작한다. 이러

한 방식은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방법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소프트웨어가 깨어날 시간에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있다면, 스케줄러가 타이머에게 CPU를 할당

하기 전까지는 타이머는 대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한

다. 또한 많은 프로세서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운영체

제는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프로세스들을 스케줄링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어 시간 간격에 

비하여 이러한 지연이 충분히 짧은 시간이라면, 제어는 정상적

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타이머가 동작하는 CPU가 고성능이고 

다중코어를 가지고 있다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리눅스의 하나인 우분투 12.04 운영체제

가 설치된 원격제어실의 에이전트 컴퓨터에서 실행된다. 에이전

트 컴퓨터는 인텔 쿼드 코어 i7 2GHz CPU와 8GB 주기억장치, 

그리고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애플사의 맥미

니(Mac mini) 컴퓨터이다. 실제 CR200 시스템에서 에이전트 프

로그램을 2시간 동안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타이머

의 발생시점 오차는 최대 171us였고, 표준편차는 10.375us였으

며, 발생간격 평균은 0이었다.

연성 실시간은 종료 시간(Deadline)을 엄격하게 지원하지 않

기 때문에 산업용 제어나 정밀한 로봇 공학에 사용하기에는 위

험하지만, 해저탐사나 행성탐사와 같은 고급 프로젝트 분야에서

는 유용하다(Silberschatz, 2003). 소프트웨어 타이머의 실험 결

과는 경성 실시간(Hard real-time) 보다는 연성 실시간에 가깝

다. CR200과 같은 해저로봇의 경우에 수중에서 느리게 움직이

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이용한 연성 실시간 제어 방법

은 안정적인 보행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R200을 원격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

하여 소개하였고, 주제어 프로그램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에서 소

프트웨어 타이머를 이용한 CR200의 연성 실시간 제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실제 CR200 시스템에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운용

하여 얻은 실험 결과에서는 연성 실시간 제어가 CR200을 운용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육상로봇보다 느린 움직임

을 보이는 수중로봇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이용한 연성 

실시간 제어는 RTOS를 사용하지 않고 수중로봇을 제어할 수 있

는 대안이다. 

현재 CR200 시스템은 하드웨어 제작이 완료되었고, 소프트웨

어 연동 테스트 및 보완 작업을 수행중이다. 육상 테스트 후에, 

2013년 7월부터는 거제 장목만에서 CR200의 실해역 실험을 수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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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족 보행 로봇 LCR200 의 CoP 제어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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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CoP controller design for balance control of the six-legged walking robot, LCR200. To build a mathematical 

model of the robot, a simple inverted pendulum with a spring and a damper is proposed, and its model parameters are derived from CAD data 
and vibration tests. As a control law, an observed state feedback control is used for maintain balance. The state variable are estimated using the 
full-order state observer and the locations of the closed-loop poles and observer poles are suitably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settling time 

and the noise of the output. Finall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P controller is verified through real experiments of LCR200.

1. 서    론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Lobster 와 

Crab 들의 수중 이동을 모방하여, 조류가 강한 천해에서도 다리

를 이용하여 해저를 안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며, 조류가 완

만한 심해에서는 유영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을 개발하는 것이다 (Jun et al., 2011). 기존에 

주로 개발된 AUV 나 ROV 의 경우는 (Wernli, R., and Jaeger, 

J., 1984, Singh, H. et al., 1997) 프로펠러 구동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강한 조류에 대해서 자세를 유지하거나 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성능이 낮으며 프로펠러의 회전이 심해의 시계를 

흐리게 하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은 정밀한 수

중작업 및 탐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다리를 이용하여 외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자세 

제어와 원활한 이동 그리고, 깨끗한 시계의 확보가 가능한 6족 

보행 로봇의 개발을 계획하였으며, 6족 보행 알고리즘과 기구부 

설계의 확립 등의 선행 연구를 위하여 Fig. 1 과 같이 축소형 지

상 테스트 로봇인 LCR200 을 2012년도에 제작하였다 (Kim and 

Jun, 2012). 참고로 로봇의 간략한 사양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작된 LCR200 을 이용하여 보행 알고리즘에

서 가장 기본적인 동적 균형 제어기의 설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자 한다. 사실, 6족 보행 로봇은 오래전부터 개발되어왔고, 보행 

알고리즘의 연구 역시 다수 수행되어 왔다 (Weidemann et al. 

1994, Celaya and Porta, 1996).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는 주로 속

도가 느린 정적 보행 패턴을 설계하거나, 무게 중심 (CoG) 제어

를 통한 정적 균형 제어를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전 연구와 달리 밀도가 높은 해저에서의 강한 조류나 다소 고르

지 못한 해저 지형에 대해 보행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적 균형 제어를 위하여 6개

의 다리에 작용하는 지면 반발력에 대한 압력 중심 (CoP) 을 지

지영역의 중심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CoP 제어기의 설계에 대

해서 연구하였다. 

Fig. 1 Six-legged walking robot, LCR200

       

Table 1 Brief specifications

Weight 53 kgf

Size Approx. 1000 (L) × 900 (W) × 500 (H) mm 

DOF 30 (3 for hip, 1 for knee, 3 for hand)  

Sensor 3-axis F/T sensor at hip and loadcell at foot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수학적 모델링  

2.1 스프링 및 댐퍼가 장착된 도립 진자 모델 

LCR200 이 지면에 정지해 있을 때, 좌우 또는 전후 방향으로 

밀게 되면, 로봇이 특정 주기와 감쇠율을 가지고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동적 특성을 Fig. 2 와 같이 스프링과 댐퍼가 장착된 도

립 진자 모델로 표현하였으며, 운동 방정식은 식 (1)과 같다. 참

고로, 스프링의 강성은 주로 관절 및 기구부의 강성을 뜻하며, 

댐퍼의 댐핑계수는 로봇 주로 관절의 마찰과 발바닥의 우레탄 

재질을 표현한다. 그림과 식에서   와   는 각각 도립진자의 

입력 각도와 실제 기울어진 출력 각도를 나타내며,   는 입력 

각도를 변위로 나타낸 변수이고, m 과   은 각각 도립진자의 질

점와 질량이 없는 바의 길이이다. 또한,  는 도립 진자의 균형 

유지를 위한 토크로써 스프링과 댐퍼에 의해 생성되며,  는 

토크와 수직 하중으로부터 계산되는 압력 중심 위치를 뜻한다. 

Fig. 2 Mathematical model of LCR200

  

      


 

   

 

                              (1)  

2.2 모델 파라미터 선정   

위에서 제시된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하려면, 

모델 파라미터들이 모두 정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m 와 l 의 

경우는 직업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3D CAD 모델을 이용하여 

쉽게 얻어낼 수 있으나, 스프링 강성   와 댐핑계수 C 는 이론

식과 실험을 통하여 구해야 한다. 아래 식은 식 (1)에서 구한 입

력 각도와 출력 각도 사이의 전달함수이다.    

 










 


 


  


              (2)

위의 전달함수는 non-minimum phase 시스템을 나타내며, 댐

핑비가 매우 작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이 고유 진동수 

과 Ks 사이의 관계식을 아래와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댐핑계수 C 는 아래식과 같이 수렴 시간 Ts 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4)

 Fig. 3은 LCR200 이 6개의 다리로 서있을 때, 전후 방향 또

는 좌우 방향에서 외부 힘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의 CoP 응

답 곡선을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특정 주기와 감쇠율을 가지고 

CoP 가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동 주기와 감쇠율은 좌우 

방향과 전후 방향이 각각 다르며, 좌우방향과 전후방향에서 구

한 진동 주기와 수렴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Table 2와 같이 전후

방향 (x 방향)과 좌우방향 (y 방향) 에서의 스프링 강성과 댐핑

계수들을 식 (3)과 (4)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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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bration test of LCR200

Table 2 Model parameters

Direction
Spring stiffness

Ks (Nm/rad)

Damping coefficient C 

(Nms/rad)

Forward (x) 4740.2 17.3666

Lateral (y) 5962.7 20.6972

3. CoP 제어기의 설계

위에서 얻어낸 LCR200 의 수학적 모델은 아래와 같이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이때 상태는    


 

이다. 입력과 출력은 각각 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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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으로, 상태 변수들을 관측하기 위한 Full-order observer 

와 관측된 상태를 이용한 상태 귀환 제어기를 각각 식 (7) 과 

식 (8) 과 같이 설계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제어 블록 선도는 

Fig. 4와 같다.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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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bserved state feedback control block diagram

위의 식 (7) 과 (8) 에서 K 와 Ke 는 각각 상태 귀환 제어 이

득 행렬과 관측기 이득 행렬이다. 이러한 이득 행렬들을 구하

기 위해서 Table 3 과 같이 폐루프 극점과 관측기 극점을 선

정하였다. 페루프 극점 위치들은 기본적으로 수렴 시간이 1초 

미만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측기 극점은 출력신호의 노이

즈를 고려하여 페루프 극점 위치보다 약 1.5~2배 왼편으로 이

동시켰다. 최종 위치들은 MATLAB 시뮬레이션과 실제 반복적

인 실험을 통하여 도출되었다. 

Table 3 Pole locations

x-direction y-direction

Closed-loop poles -5 ± 0.1j -6 ± 0.1j
Observer poles -8 ± 0.1j -20 ± 0.1j

4. 실    험

위에서 설계된 관측된 상태 귀환 제어기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LCR200 에 적용하여 보았다. Fig. 3에서 수행되었

던 것과 같이 LCR200 이 6개의 다리로 지지되어 있는 상태에

서 순간적인 외부 힘을 전후 또는 좌우 방향에서 가하였으며, 

CoP 는 각 발 끝에 장착된 로드셀로부터 측정하였다. 그 결과

로써 CoP 궤적들을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CoP 제어를 수행했을 때, CoP 의 흔들림이 외부힘이 가

해진 이후 모두 1 초 이내에 영으로 수렴하였기 때문에 CoP 

제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CoP 제어시 

제어 입력들을 Fig. 6 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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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P control experiments of LCR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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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P control input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6족 보행 로봇 LCR200 의 CoP 제어기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CoP 제어를 위해서, 로봇을 스프링과 댐퍼

가 장착된 도립진자 모델로 가정하였으며,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CAD 데이터와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구하였다. 상태 변

수들을 얻어내기 위한, 관측기를 설계하였으며, 관측된 상태변

수들을 이용한 상태 귀환 제어를 수행하였다. 설계된 제어기로

부터 성공적인 CoP 제어 성능을 실험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

다. 

향후 연구 과제로써, 보행 시 지지 다리의 개수 변화에 따른 

제어 이득의 스위칭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지 다리 개

수가 변하게 되면, 모델 파라미터들이 바뀌게 되는 데, 이러한 

변화에도 부드럽게 제어 이득이 스위칭 될 수 있도록 센서 기반

의 알고리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이 구축되면, 

보행 시 CoP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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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Detection for Underwater Hexapod Robot Based on PI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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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fault detection algorithm for legs of a hexapod robot.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is developed based on 

an unknown input PI observer for linear descriptor system. The states of system are estimated with unknown inputs and the faults of system 
are detected by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A simple manipulator is use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A 
dynamic equation of a manipulator is described by LPD(Linear Parameter Dependent) system to apply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is proved by simulation results.

1.Introduction

Fault diagnosis of systems are performed by knowledge or 

experience of user. As the system becomes more complex, 

there is a limit to the fault diagnosis by conventional methods 

which depend on knowledge or experience of user. By this 

reasons, the observer technology detecting faults of equipment 

automatically is developed and has been applied to many 

fields. In particular, For robots to work in harsh environment, 

fault diagnosis technology is absolutely necessary. 

There have been various kinds of approaches for detection 

of fault such in D. Brambilla et al (2008) and W. E. Dixon et 

al (2000). The class of observer based approaches has been 

most widely considered such in H. S. Kim et al (2001), H. S. 

Kim et al (1995), S. Kawaji et al (1995), H. S. Kim et al (1997) 

and H. S. Kim et al (1997). The basic idea of observer-based 

approaches is to estimate the outputs of the system from 

measurements by using some type of observer, and then 

constructs the residual by a properly weighted output 

estimated error. 

Almost of fault diagnosis method was designed in linear 

regular system, but only a few results about descriptor system 

are reported such in D. N. Shelds et al (1997) and G. T. Duan 

et al (2010). J. M. Yang (2008) proposed omnidirectional 

walking control of legged robots with a failed leg. He 

considered fault of legs and proposed fault tolerant gaits with 

omnidirectional walking. But he didn't refer how to detect 

fault of legs.

In this paper, we apply an unknown input PI observer for 

constructing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in the underwater 

hexapod robot. To confirm effectiveness of fault detection 

algorithm a simple manipulator is used . A dynamic equation 

of a manipulator is described by LPD(Linear Parameter 

Dependent) system to apply linear descriptor system to fault 

detection algorithm. Firstly, the dynamic system of the 

manipulator is linearized by the LPD system. Secondly, we 

introduce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with problem 

formulation. Lastly, a numerical example is given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2. LPD System Modeling

The underwater hexapod robot consists of one body 

and six legs. The one leg has more than three links with 

joints.

Fig. 1 Underwater hexapod robot "Crabster"

In previous research, we designed kinematic modeling 

of a leg for hexapod robot and realized walking motion 

for various walking robot as shown in Fig. 2 such in J.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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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Park et al (2007), W. Y. Jeong et al (2012), G. Hoang 

et al (2013) and P. T. Doan et al (2010).

Fig. 2 Kinematic modeling of one leg for walking robot

These kinds of legs have high degree of freedom. In 

this reason, a definition of dynamic modeling for the leg 

has difficult and complex problem. In this paper, we 

design dynamic modeling for simple manipulator for 

concentrating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In future 

research, we can refer for a dynamic modeling of the 

hexapod robot because the simple manipulator system 

has similar part with the leg of the hexapod robot.

2.1 LPD system modeling of manipulator

To apply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to simple 

manipulator with two links and two joints as shown in 

Fig. 3.

Fig. 3 Two link manipulator

The relation between torque and angular position of 

each joint is described by dynamic equation as follows 

          (1)

where,    
  is angular position vector, ∈  is input 

torques vector, ∈×  is centrifugal and coriolis forces 

vector and ∈  is gravity vector. 

 





  
  

 


  







 





















 



    

  






We assume that inertia tensor is zero.

Eq. (1) can be rewritten as

           (2)

where,   is defined as nonlinear term.

Eq. (2) is described by a LPD system for the 

manipulator such in J. S. Kang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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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centrifugal and coriolis forces and gravity term of 

dynamic system is nonlinear term. Therefore, we define a 

new input variable   as

















 






  

  

 


  





(4)  

     

Then, the dynamic equation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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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imple algebraic manipulation, the dynamic 

system is expressed as LPD system. Define the state 

variable, input and the output as 

 
  



 










 













Then, the state space representation of the manipulator 

can be described as the following:


 

        (6)

where, 





   
 

    
   










 
 









 
 




 

 



 



  






 

 



 



  




  

 

 



 



  




  

 

 



 



  




  

  

3. Fault Detection Algorithm

3.1 Problem formulation for fault detection algorithm

Consider a multivariable linear descriptor system with 

the disturbance input and state fault as


 

       (7)

where, ∈  is the state vector, ∈  is the 

output vector, ∈  is the input vector, ∈  is the 

unknown disturbance vector and ∈  is the fault 

vector. A and E are square real matrices of order , 

∈×  and   ≤, , ,  and  are matrices 

of appropriate dimensions. And we assume that 

i)   

ii) Eq. (7) is solvable, i.e., there exists a scalar  such 

that ≠

iii) Eq. (7) is R-observable(observable in the sense of 

Rosenbrock) if and only if 

















 ∀∈

where,  denotes the complex plane. 

The invariant zeros are defined as the complex scalar 

satisfying





 



        (8)

3.2 Unknown input PI observer for descriptor system

Consider linear descriptor system without fault vector

(  ) as follows

  
       (9)

and consider a PI observer as represented by











 
 
  

       (10)

where, ∈  is the estimated state vector, ∈  is 

the transformed state vector and ∈  is the estimated 

output error vector.

the matrices , , , ,  and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① Let   , ≠, obtain two matrices   

and  . we assume    for simplicity.

② Check conditions

   ≥        





 



 ∀∈ ≥        

③ Select matrix  such that   is non-singular

④ Calculate the matrices  and  as 

  
 

   


and check . If not satisfy, then step ② and ③ 

should be re-checked.

⑤ Calculate matrix  as  


⑥ Design the matrices  and  such that , where 



⑦ Calculate matrices  and  as






H. S. Kim et al (2001) is described these proofs.

2.3 Fault detection via unknown input PI observer

In this section, we will show how to detect and isolate 

the faults by using unknown input PI observer. Consider 

linear descriptor system with the unknown input and 

faults. First of all, we define an estimation error as 

          (11)

From Eq. (7) and Eq. (10), the dynamics of this error 

obeys

 


      (12)

And Eq. (10) lead to

         (13)

         (14)

And PI observer is expressed for Fault detection as 

follows 











 
 
 

      (15)

Let  be defined as

         (16)

Under the assumption of step faults, we obtain

            (17)

If the matrix  is designed as 

        (18)

then, we get

 


       (19)

or














  
 










        (20)

Under the Condition 1, → and →→∞ Thus 

from Eq. (12) and (14), we find that    and 

  . So, the Condition 1 is satisfied.

Also, the faults can be detected and isolated perfectly 

from Eq. (16) as

  →∞        (21)

From Eq. (21), we know that the residuals are 

generated by integration of output estimated errors, and 

the occurrences of faults are detected by its magnitudes. 

Thus, it is verified that the unknown input PI observer 

can estimate the state of system with unknown input 

disturbance and detect the fault effectively.

4. Simulation Results

For simulation of the manipulator, each value are given 

as

   
  

  
  

 



 







 
 





 


 
 




Initial values are 

 






  







  







  

Input is applied after 2 second as follows

 








The fault occurs after 10 second as follows

 








Fig. 4 shows the block diagram for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The PI observer is designed based on LPD 



system of the manipulator. The fault is applied with 

disturbances.

Fig. 4 Simulation block diagram for fault detection algorithm

Fig. 5 shows changed a output of system. After 2 

second, the output is changed by the input of system. 

After 10 second, although the input is not changed, the 

output is changed by occurrence of a fault of system. 

Estimated state of PI observer follows transition of the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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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ion result of PI observer state output under step 

input

Fig. 6 shows the occurrence of step fault. After 10 

second, the step fault occurs on the system. Estimated 

state follows transition of the fault and also we detect the 

fault by PI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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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mulation result of fault detection for state output under 

step fault

 

5. Conclusions  

In this paper, Firstly, LPD system is applied to dynamic 

equation of the manipulator for linearization. Secondly, we 

introduced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unknown 

input PI observer in order to apply underwater hexapod 

robot.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can estimate the state of 

descriptor system and detect the state faults.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the fault detection algorithm is proved by 

simulation results using simple two link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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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해저 로봇 LCR200과 시뮬레이션 모델의 시스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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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ystem identification 시스템 검증, Inverted pendulum model 역진자 모델, Zero Moment Point(ZMP) 영 모멘트 점, 
Multi-legged robot 다족 로봇, Seabed robot 해저 로봇 

ABSTRACT: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de (KORDI) has launched a new project to develop multi-legged subsea robot 

named CR200. To build successful working algorithm, prototype “LCR200“ which has less weight is proposed. Because of the monetary problem, 
it’s an inefficient work to experiment on real robot directly. Thus, simulation is essential in finishing CR200 Project. This paper deals process 
about simulation. First, simulation model which has a same properties with “LCR200“ is shown. Second, elastic coefficients and damping ratios 

are calculated by valid methods. Finally, comparison between real robot and simulation model is shown. All of the design process will be 
presented in this paper.

1. 서    론 

우리가 사는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가 차지하고 있으며, 바

다의 평균수심은 3800m이다. 우주, 심해와 같이 인류가 아직 모

르는 미지의 영역을 조사하는 것은 자원을 발견함으로써 금전적

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

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다치바나 

다카시, 2002). 그 외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 다방면적인 노력중이다.

이미 심해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기존에는 심해 조사를 위해 프로펠러를 이용하는 ROV, 

AUV 등이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프로펠러를 이용하는 플랫폼

들의 경우, 조류로부터 발생하는 외란에 취약하며, 목표하는 작

업에 한 정확성 또한 낮은 형편이다(강한구 등, 2012). 따라서 

정밀한 위치제어가 가능하면서, 조류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형

태의 플랫폼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가 곧 

현재 개발 중인 다관절 해저 로봇 CR200이다. 가재, 게와 같은 

곤충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CR200의 선행으로 CR200을 축소

시킨 LCR200 (Fig. 1)이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LCR200을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하여 다

룬다. 해양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로봇을 올바르게 설계하기 위

해서는 복잡한 해저 지면의 구조, 부력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 로봇을 매번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Fig. 1 figure of LCR200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실험을 해 본 다음, 실제 로봇으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

다. 이러한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모델과 실제 로

봇을 일치시켜야만 한다. 먼저, 실제 로봇을 가진시켜서 고유 진

동수를 얻었다. 그 다음, 시뮬레이션의 탄성 계수와 감쇠 계수를 

설정해 줌으로써 같은 고유 진동수가 나오도록 하였다. 두 모형

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면과 옆면에서 모형 각각

에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도록 각 관

절에 부착된 모터들의 탄성 계수와 감쇠 계수를 이론을 통하여 

구하고 검증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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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  

2.1 LCR200

Table 1과 같이, LCR200은 전체 중량이 52kg이며 다리들을 

제외한 몸통의 중량은 26kg이다. 또한 300mm의 넓적다리와 

400mm의 정강이를 갖추었으며, 각 다리마다 4개의 자유도를 갖

는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LCR200

총 중량 52 kg

다리 하나의 자유도 4 DOF

중심 몸체의 중량 26 kg

넓적다리의 길이 300 mm

정강이의 길이 400 mm

실제 로봇과 시뮬레이션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로봇과 시

뮬레이션에 해 각각 충격을 주었을 때 관찰되는 거동을 분석

해보아야 한다. 로봇은 서 있는 자세의 모습과 바닥에 닿는 다

리의 숫자에 따라서 다른 특성의 시스템을 갖는다. 이는 다리의 

개수에 따른 시스템의 탄성 계수와 감쇠 계수가 달라지기 때문

이다. 즉, 지지 다리의 숫자에 따라서 로봇을 가진했을 때 다른 

응답곡선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Fig. 2는 6점지지 자세일 때, 측면 충격에 한 응답 곡선이다. 

Table 2에서는 실제 로봇이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숫자에 따라

서 정면충격과 측면충격을 가했을 시에 나타나는 응답특성을 정

리한 결과이다. 지지다리의 숫자에 따라 로봇의 진동주기가 다

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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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CR200’s impact response 

Table 2 Pulse response of LCR200

Number of 
Supports

측면 충격 정면 충격

Period T(s) Period T(s)

3 0.2925 0.24

4 0.235 0.2075

5 0.214 0.173

6 0.18 0.16

2.2 시뮬레이션  

실제 모델과 동일한 물성치를 가진 모델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나타내었으며, Fig. 3과 같다.

Fig. 3 LCR200 on simulation program

로봇은 양 옆으로 각각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다리들에는 특별히 Gripper가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면, 여섯 

다리들 모두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다리의 관절 구성도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Schematic diagram of leg

Fig. 4와 같이, 로봇 다리에는 네 개의 관절이 존재한다. 시스

템의 응답특성을 보면 탄성과 감쇠가 모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2).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사용되는 모터는 감쇠 계수와 

탄성 계수를 인자로 포함하는 탄성 모터를 사용하였다.

                   (1)

여기서 와 는 각각 번째 관절의 감쇠계수와 탄성계수

를 의미한다(=1,2,3,4).

실제 로봇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각 관절

의 감쇠계수와 탄성계수를 올바르게 구해야 한다. 계수들을 올

바르게 구하기에 앞서서 옆면에서 가한 충격과 정면에서 가한 

충격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옆면 방향에서의 충

격 실험을 통해 와 를, 정면 방향에서의 충격 실

험을 통해 와 를 구한다.

3. 시스템 검증 실험  

3.1 옆면 충격에 대한 시스템 해석   

  면방향에서 충격을 가하는 경우 정면에서 바라본 시뮬

이션 모델에 해 모든 들과 링크들을 고려한 운동 방정

식 세우기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도 비효율

이다. 그 기 때문에, 시스템을 여섯 개의 병렬 다리로 이루



어진 Inverted Pendulum이라고 가정하고 이론 인 를 구

한 뒤 실제와 비교하여서 Inverted Pendulum으로 가정한 것이 

타당했음을 보이도록 하겠다. Fig. 5를 통해서 가정한 모델을 

나타내었다.

Fig. 5 Inverted pendulum model

  Fig. 5 에서 질량 은 시스템의 체 질량 52kg, 링크의 길

이 은 0.170m 라고 두었다. Inverted Pendulum의 운동 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

             (2)

이 때,



 


.

n은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개수이며, 식을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식에 한 고유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식을 통해,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감쇠 계수는 지지하

고 있는 다리의 개수에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지지의 경우 실제 로 의 진동 주기 T는 0.16 이며, 

핑 계수 ξ는 0.1이라고 둔다면, K와 D를 계산할 수 있다. 한, 

2번 과 4번 의 K, D가 동등하다고 둔 뒤, 계산 후에 

약간의 보정을 거친   와 의 값은 다음과 같다.

  N·m/rad

  N·m/rad

3.2 정면 충격에 대한 시스템 해석

  면방향에서의 충격실험을 통해 2번, 4번 의 정보를 얻

을 수 있었다면 이번 실험으로는 아래의 자유물체도와 같이 1

번 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번 로부터 받는 

향은 미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험에서 인자로 넣지 않

고, 과 의 값은 이론 으로 구하지 않고, 로 을 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모델링을 할 수 있다.

Fig. 6 Look down the simulation Model for Newton’s equation.

  Fig. 6에서 질량 의 경우는 순수한 몸체의 질량 26.05kg, 

링크의 길이 의 경우 0.393m, 의 경우 0.193m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 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이 때,

  

  




  






      (3)

 

n은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개수이다. 그러므로,



 


    

 


 

   

 




  

실험 3.1과 같은 방법으로, 6  지지의 경우 실제 로 의 진

동 주기 T는 0.18 이며, 핑 계수 ξ는 0.1이라고 둔다면, K와 

D를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 의 값은 보정을 

거친 다음, 다음과 같은 값을 얻었다. 

  N·m/rad,   N·m/rad

  N·m/rad,   N·m/rad

각 관절의 탄성 계수와 감쇠 계수를 정리하여 Table 3에 나

타내었다.

Table 3 Total Elastic coefficients and Damping ratios.

Order of Joints K(N·m/rad) D(N·m/rad)

1 350 8

2 2200 16

3 3000 30

4 2200 16

  

4. 실험 결과

Table 3의 값들을 입력한 시뮬레이션 모델에 충격을 가한 

뒤, 몸체에 부착된 GPS를 통해서 ZMP를 그리고, 그래프의 주

기가 실제 로봇의 ZMP의 주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였

다.



4.1 Zero Moment Point(ZMP)  

로봇에 충격을 가할 경우 로봇의 다리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지

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ZMP를 계산해야 함을 의미한다(M. 

Vukobratovi  등, 2004). ZMP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4)

  
  

          (5)

4.2 충격에 대한 로봇과 시뮬레이션의 데이터 비교  

시뮬레이션 상에서 몸체에 부착된 GPS의 값과 식 (4), (5)를 

이용하면, 와 를 얻을 수 있다. 지면에서 서있는데 필

요한 최소한의 다리수인 3개부터 6개까지, 지지하는 다리의 숫

자에 따라서 Fig. 6, Fig. 7 과 Table 4, Table 5를 얻었다.

Table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로봇의 진동 주기와 시

뮬레이션의 진동 주기가 상당히 일치하므로, 시스템 검증 실험

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Fig. 7   according to number of supporting legs

Fig. 8   according to number of supporting legs

Table 4 yzmp‘s period of Real robot and Simulation model. 

Number of 
Supports

Real robot Simulation model

Period T(s) Period T(s)

3 0.24 0.224

4 0.2075 0.190

5 0.173 0.176

6 0.16 0.158

Table 5 xzmp‘s period of Real robot and Simulation model. 

Number of 
Supports

Real robot Simulation model

Period T(s) Period T(s)

3 0.2925 0.294

4 0.235 0.228

5 0.214 0.213

6 0.18 0.174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로봇의 실험에 앞서서 원활한 실험을 위

하여 시뮬레이션을 구축한 방법에 하여 논하였다. 시뮬레이션

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복잡한 시스템을 역진자 모델로 가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므로, 타당한 해석 방법임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시뮬레이션 구축이 끝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

존 로봇의 보행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에 옮긴 뒤,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연구와 부력, 지면 환경 등의 외부 요인에 한 견실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로봇 개발”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

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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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Underwater robot 수중 로봇, Articulated robot 다관절 로봇, Swimming control 유영 제어, Drag force 유체항력, Joint 
angular velocity 관절 각속도

ABSTRACT: In this paper, we suggested a way to control swimming of an underwater robot with articulated legs. Unlike walking 
robots on ground exerting force just at end-effector or torpedo-shape underwater robots, dynamic model of articulated underwater robot 
is further complicated. So, we adopted an approximation model for controling the robots. To control position and posture through 
joint velocities considering current posture of legs, firstly we modified Jacobian matrix and inertia matrix in formula of drag force. 
Secondly, we calculated drag torque and angular velocity of each joint through the formula. By comparing desired drag forces and 
calculated drag forces for a robot with two-links legs in 2-dimensions workspace, we confirmed the proposed way to control is 
appropriate for both position and posture compensation.

1. 서    론   

최근 인간이 직접 활동하기 힘든 작업 환경인 해양에서의 탐

사를 위해 수중 로봇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현재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와 같은 수중 로봇들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연구(김영식 등, 2009) (박준영 등, 

2008) (Ingrid and Fossen, 1994) (Gianluca 등, 2000) 또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프로펠러를 추진기로 사

용하는 수중 로봇은 조류의 영향으로 떠밀려가기도 하고 회전반

경이 커 동적 움직임이 취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수중에서의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국 해양연구원에서는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로봇(Crabster)을 

개발 하고 있다.

이 로봇은 관절이 있는 다리를 이용해 유영과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유영 제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다관절 수중 로봇의 유영 제어에 대한 연구

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다관절 수중 로봇은 다리를 제

어(Nilanjan and Tarun, 2001) (Makoto 등, 2004) (Kortney and  

Stephen, 1998)하여 유영하기 때문에 계획된 경로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체의 위치 오차와 자세 오차뿐만 아니라 현재

의 다리 자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또 로봇의 다리에 작용

하는 유체 항력(Drag force)을 이용하여 유영(전봉환 등, 2005b)

하기 때문에 로봇의 동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다관절 수중 로봇의 특성을 고려하

여, 로봇이 유영 패턴(김희중 등, 2012)을 이용하여 경로를 추종

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하기 위한 유영 제어 방법을 제시한

다. 먼저, 다리 관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유체 항력 식을 재

정립하고, 이를 통해 목표 위치 및 자세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각 관절의 각속도를 구한다. 또 다관절 수중 로봇이 협소한 공

간에서의 움직임이나 제자리 회전 등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회전반경 없이 목표하는 위치와 자세에 단거리로 도달할 수 있

도록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영 제어 결과를 확인한다.

2. 수중 로봇 다리의 근사모델

2.1 수중 로봇 다리의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봇 다리의 근사모델은 선행 연구(전봉

환 등, 2005a)에서 모델링 되어 있는 2절 로봇팔을 이용하였으

며, 로봇 다리의 모델은 Fig. 1과 같다.

         

            

Fig. 1 Simplified model of 2-link robot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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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각 링크는 실린더형으로, 링크1, 링크2의 길이  , 는 각각 

0.7과 1로 설정하였으며, 링크의 반지름 은 0.1이다. 또 링크1의 

질량 은 0.7, 링크2의 질량 는 1로 설정하였다.

2.2 수중 로봇 다리의 유체항력

수중 로봇은 로봇의 다리의 속도와 자세에 따라 받게 되는 유

체항력을 이용하여 유영하며, 다리 끝의 가속도는 식 (1)에 의

해서 구해진다(Bong-Hwan, 2006). 다리에 의해 발생하는 힘

은 다리의 질량, 다리 끝의 가속도에 관계있으므로 가속도를 힘

으로 나타냈다.

  



 





                                         (1)

  식 (1)에 포함된 J항은 2절 로봇다리의 자코비안 행렬, M항

은 로봇다리의 관성행렬, D항은 유체항력으로 각 항들에 대한 

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전봉환 등, 2005a)에 나와 있으므로, 

식만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식 (2)는 로봇 다리에 대한 관성 행렬 M이며, 유체항력 토크 

항 D는 관절 이후의 링크에 작용하는 유체항력이 관절에 미

치는 토크를 모두 합하여 구한다. 이는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는 각 관절의 각속도이고, 는 각 링크의 유체저

항 계수, 와 는 번째에 고정된 좌표계에서 본  축 방

향의 단위 벡터, 는 로봇 다리의 기준 좌표계에서 번째 링

크에 고정된 좌표계로의 좌표변환 행렬이다.

3. 다관절 수중 로봇의 유영 제어 방법

유영 제어의 최종 목표는 6개의 다리를 가진 수중 로봇의 3

차원에서의 제어이나, 본 논문에서는 3차원에 적용하기 전 단

계로서 로봇을 두 다리를 가진 2차원 로봇으로 간략화 시켰다. 

아래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식 (1), 식 (3)을 역으로 이용하

여 다관절 수중 로봇의 유영 제어에 필요한 각 관절의 각속도

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1  행렬을 이용한 유체항력 토크 D 구하기

 식 (1)에서 J, M항은 현재 자세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좌변은 

현재 위치와 목표위치의 차이에 의해 요구되는 힘으로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식 (1)의 양변에 × 의 역행렬을 곱함으로서 

에 관한 항인 D항을 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항을 다음과 같이 

간략화 하여 나타낸다.

  



 


 

 
                                 (4)

  



 


 

 
                                 (5)

이 때, 다리 끝점의 가속도와 실제 몸체에 가해지는 힘은 반

대 방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다리의   식 (4)와 식 

(5)를 다시 나타내면 식 (6), 식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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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또, 몸체의 위치뿐만 아니라 자세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모멘트를 추가해야 한다. 방향 힘에 의한 모멘트는 몸

체의 중심에서 다리까지의 축 방향으로의 거리 를 식 (6)

과 식 (7)의 1행에, 방향 힘에 의한 모멘트는 축 방향으로의 

거리 를 2행에 곱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왼쪽 다리와 오

른쪽 다리에 의한 모멘트로 각각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

                (9)

마지막으로 식 (8)과 식 (9)를 식 (6)과 식 (7)과 함께 하

나의 행렬  으로 만들면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

으며,

 













     
       

             

 (10)

 식 (10)의 의사 역행렬을 식 (1)의 양변에 곱해주면 항은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1)

3.2 D항을 이용한 각 관절 각속도 구하기

3.1절에서 D항을 구하였으므로, 식 (3)을 이용하여 유영 제어 

시에 필요한 각속도를 구할 수 있다. 식 (3)에서 모르는 항은 

과 이며, 나머지 항은 모두 알고 있는 값이다. 따라서 식 (11)

을 통해 구한 D를 식 (3)에 대입하고,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풀

면 관절 각속도를 구할 수 있다.

3.3 입력 유체항력과 구해진 각속도로 다리를 저었을 때 발생하

는 유체항력의 비교

3.1절과 3.2절에서 제시한 다관절 수중 로봇의 유영 제어 방법

을 이용하여, 실제로 다리의 자세에 따라 입력된 유체항력을 발

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 관절의 각속도를 구하였으며, 이 때 

구해진 각속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또, 이 각속도를 유체항



력을 구하는 식 (1)에 넣어 발생되는 유체항력을 각 다리별로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양쪽 다리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항력

을 합하였을 때 입력 유체항력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Joint Angle Desire Drag Force

      

1 0  0  0 10 0.5236

2 0  0  0 20 0

3 0  0  0 20 0

4 0  0  10 10 0.7854

Table 1 Joint angles of current legs and desire drag forces

Joint Angular Velocity







1  0.0618 -0.2925 -0.1863 -0.0578

2 -0.1565 -0.1794 -0.1565 -0.1794

3 0.3429 -0.6447 -0.4477  0.1445

4 0.3861 -0.5899 -0.5572 0.3773

Table 2 Angular velocity when desire drag force is given 

like Table 1

Output Drag Force

    

1 12.9067 4.4764 -12.9067 5.5236 0.5236

2 25.8135 10.0000 -25.8135 10.0000 0

3 15.4627 10.0000 -15.4627  10.0000 0

4 8.6484 4.2146 1.3516 5.7854 0.7854

Table 3 Output drag force when angular velocity is given 

like Table 2

 4. 근사 모델을 이용한 유영제어 결과

 Fig 2, 3, 4는 목표 위치 및 자세를 설정하고 목표로 가기 위

한 경로를 잘게 나누어 유영제어를 하여, 목표 위치와 자세에 

얼마나 가까이 도달하는지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몸체의 초

기 위치는 (0,0), 자세는 로 설정하였으며, 몸체의 질량 

는 10으로 하였고, 가로 길이는 1, 세로길이는 2이다. Fig. 

2의 (a)는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도록 유영 제어한 결과, (b)는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도록 유영 제어한 결과이다. y축 방향으

로의 전진뿐만 아니라 자세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x축 방향으

로 이동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제자리에서 

회전하도록 유영 제어한 결과로 기존의 수중 로봇은 할 

수 없는 제자리 회전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몸체

의 진행방향으로의 회전뿐만 아니라 진행방향과 다른 방향으

로의 회전도 가능함과 회전하며 전진하는 경우에도 회전반경 

없이 최단거리로 이동함을 Fig.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Fig. 4의 (a)는 x축으로 -3, y축으로 2만큼 전진하며 최종 

몸의 자세가 가 되도록 유영을 제어한 결과, (b)는 x축으

로 2, y축으로 2만큼 전진하며 최종 몸의 자세가 가 되도

록 유영을 제어한 결과이다.

 Table 4는 목표 위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달한 위치의 오

차를 나타낸 것으로, 표와 같이 위치 오차는 최대 4%, 각도 오

차는 최대 9.24%로 목표 위치와 자세에 거의 정확하게 도달함

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2 Simulated results of position compensation

        

Fig. 3 Simulated results of posture compensation



(a)        

(b)         

Fig. 4 Simulated results of position and posture compensation

Table 4 Simulated results of position and posture compensation

Joint Angular Velocity

  angle
position 
error(%)

heading 
angle

error(%)

2-(a) 0 1.9600 0 4% -

2-(b) 1.9600 0 0 4% -

3-(a) 2.019 1.899 0.4620 2.84% 6.16%

3-(b) -2.878 2.048 0.4620 2.2% 6.16%

4 0  0 0.6930 - 9.24%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관절 수중 로봇의 동적 특성을 고려한 유영 

제어 방법을 제시하였다. 로봇은 한 쌍의  2절 로봇팔을 가지는 

근사모델을 사용하였고, 2차원 유영으로 간략화 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제시한 유영 제어 방법은 근사모델의 유체항력에 대

한 식에서 다리의 자세에 관한 항을 재정립하여 관절 각속도에 

관한 항인 유체항력 토크를 구하고, 이를 통해 유영제어에 요구

되는 관절 각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필요

한 유체항력을 입력하였을 때의 각속도를 구하고, 그 각속도로 

다리를 저었을 때 발생하는 유체항력을 입력 유체항력과 비교하

여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근사모델을 이용한 유영 제어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다관절 수중 로봇이 

제자리 회전 및 진행방향과 헤딩방향이 다른 회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또 회전하며 이동할 시에도 회전반경 없이 최단경

로로 이동하도록 유영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연구로는 2차원 유영에서 3차원 유영 제어로 확장하고 다

리의 개수를 추가하여 다리 관절 각도의 제한을 고려한 효율적

인 유영 제어 방법을 연구하여, 실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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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해저로봇의 자세제어를 위한 유체력 산정 및 유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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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ulti-legged underwater robot 다관절 해저로봇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 RANS 방정식, Current 조류 
Hydrodynamic force 유체력, Boundary layer height 경계층 높이

ABSTRACT: Viscous flow analysis around a underwater robot was performed using the ANSYS-CFX package in order to 
estimate hydrodynamic force. Th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were solved to determine the hydrodynamic 
coefficients for the body and legs of the multi-legged underwater robot 'Crabster'. A turbulence closure model, k-ω
Shear-stress transport(SST) was adopted. For the efficient CFD calculation, the unstructured grid was generated using 
ICEM-CFD. The comparison of the hydrodynamic forces between the previous robot geometry and the newly improved one was 
carried out. Furthermore the effect of viscous boundary layer on seabed was also assessed. The hydrodynamic forces acting on 
each part of leg and body were calculated separately to model the flow parameters for attitude control of the robot. Finally 
flow calculation was performed with the robot with multi-legs with various incident angles. The results of flow analysis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e data in determining the geometry of the underwater robot and controlling the attitude.

1. 서    론 

 

 육상 자원이 고갈되면서 심해에서 해양탐사를 할 수 있는 해

저로봇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저로봇의 경우 인간을 대신

해 해저자원 탐사, 침몰된 선박의 인양작업, 기름 제거작업, 해

저케이블 설치 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해저 로봇의 형상 결정 

및 자세제어 메카니즘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조건에서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유체력 산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SOT)에서 해양수산

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다관절 해저로봇‘Crabster’에 

대해 유체력 산정 및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다관절 해저로봇

의 몸체 및 다리, 그리고 결합된 형상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추

정하기 위해 ANSYS-CFX package를 사용하여 실물 크기에 대

해 점성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저 로봇 형상은 이전 연

구(박연석 등 2012)를 바탕으로 개선되었는데, 몸체의 경우 내

부에 탑재될 제어 장치를 고려하여 뭉툭한 형상으로 변형되었

고, 다리의 경우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Foil-type의 장점을 살

리고 단점을 보완한 다리형상으로 변형되었다.

 형상 변화에 따른 유체력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조류의 입

사각도에 따른 새롭게 변화된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 및 몸체 

그리고 다리와 몸체가 결합된 형상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산정

하고 기존의 형상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세제어 및 이동

성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각 부위별 유체력을 산정하기 위해 

로봇 다리의 링크별 유체력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해저면

에 형성되는 조류 점성경계층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점성경계층의 두께에 따른 유체하중을 산정하여 균

일 입사류 조건일 때와 비교하였다.

Fig. 1 Operation concept of the 'Crabster'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ANSYS-CFX 12.0 package를 사용하여 수치계산

을 수행하였다. 난류유동의 지배방정식으로 연속방정식과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RANS)방정식을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식을 (1)과 (2)에 나타내었다.




                                    (1)




 



 




 






 
            (2)

위에서 , 는 각각 속도와 압력의 시간 평균항이며, 

 는 레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으로써 식 (3)에 

나타내었다. 

 





 


                    (3)

여기서 는 난류점성계수(Turbulent eddy viscosity)이며, k는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이다. 

 RANS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ANSYS-CFX package에서 

제공하는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난

류 모델은 일반적으로 역압력 구배(Adverse pressure gradient)

에서 박리의 시작과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k-ω를 기반으로 한 Shear-stress-transport(SST) 모델을 사용하

였다. 벽면에서는 압력구배 효과를 고려한 Automatic near-wall 

treatment을 선택하였다. 

3. 해석 모델의 제원 및 수치계산 조건

3.1 수치해석을 위한 형상모델 및 좌표계 정의

 유동해석을 위한 격자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한 형

상 Data를 근거로 실제 크기를 기준으로 생성하였으며, 다관절 

해저로봇의 주요 제원 및 특징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Items Sub items Specifications

Dimension

Length(m) 2.2 

Width(m) 1 

Height(m) 1.1

Number of 
legs

Walking legs 4 legs with 
4 DOF

Legs with 
manipulator

2 legs with
 6 DOF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Crabster' CR200

(a) Geometry of the legs (b) Geometry of the body

(c) Geometry of the Crabster

Fig. 2 Transformation of the CR200

 Fig. 2는 새롭게 변화된 다관절 해저로봇의 형상을 보여준다. 

Fig. 2의 (a)는 다관절 해저로봇의 다리형상으로써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foil type과 box type의 장점을 고려하여 조금 

더 날렵하고 유선형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Fig. 2의 (b)에 도시된 

몸체의 경우, 내부에 탑재될 제어장치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형

상보다 뭉툭한 형상으로 바뀌었으며 조류에 의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제작되었다. Fig. 2의 (c)는 결합된 상태의 새롭

게 변화된 다관절 해저로봇의 전체형상을 보여준다.

 좌표계는 형상 모델을 기준으로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였으며, 

몸체의 경우 무게중심이 미리 결정되지 않아서 x, y, z 축 길이 

방향의 중간지점이 교차하는 곳을 좌표축의 원점으로 정의하였

다. 그리고 로봇 다리의 경우 몸체와 다리가 결합하는 곳을 원

점으로 정의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다리 링크별 유체력 

산정을 위해 Part-1(허벅지)의 경우도 몸체와 결합하는 곳을 원

점으로 정의하였고, Part-2(종아리)의 경우는 Part-1과 연결되는 

관절 부위에 원점을 정의하였는데, 각 계산 경우에 대한 좌표계

의 원점은 다리의 각 부위에 작용하는 유체력으로 인해 발생하

는 각 관절에서의 모멘트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 선택하였다고 

하겠다. Fig. 3은 각 형상에 대한 좌표축 및 원점의 위치를 보여

준다.



Fig. 3 Coordinate system for numerical simulation

3.2 격자생성 

 유동해석을 위한 격자계 생성은 ANSYS ICEM-CFD 12.0을 사

용하여 실물 크기를 기준으로 다리 및 몸체 그리고 다리와 몸체

가 결합된 상태에서 각각 격자를 생성하였다. 입사각도에 따른 

유체하중 및 모멘트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계산 영역을 36각형

으로 구성하였다. 유동해석 조건은 조류속도 5노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 각 부재의 대표 길이를 기준으로 다리의 경

우 Re=×, 몸체의 경우에는 Re=×정도 이다. 해저

로봇 표면에서의 난류 유동장 해석을 위해 표면에서 첫 번째로 

위치한 격자중심에서의  를 100에 맞추어 격자를 

생성하였다. 물체 표면에서의 난류 유동장을 보다 정확하게 추

정하기 위해 표면 근처를 프리즘 형태의 격자계로 감싸 분포함

으로써 점성 경계층 해석의 정확도를 보장하였다. Fig. 4는 유동

해석을 위한  전체 유동장 및 형상 주위의 격자계를 보여준다.

Fig. 4 Mesh generation for the numerical simualtions

3.3 경계조건

 입사각도에 따른 유체하중 및 모멘트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계산 영역을 36각형으로 생성하여 속도가 일정하게 들어온다

는 가정 하에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계산에 사용된 경계조건을 살펴보면 다리 및 몸체 그리고 

다리와 몸체가 결합된 형상의 경우 표면에서는 속도가 0이므

로 점착 조건(no-slip condition)을 부여했고, 유입면에서는 유입

속도를 정의하였으며, 유출면에는 압력 조건을 사용하였다.

Boundary Condition
Inlet Inflow velocity specified 
Outlet Pressure outlet
Side Free slip

Wall(Body) No Slip
Up/Down Symmetric

Table 2 Boundary condition

3.4 조류 입사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조류가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다양한 입사각

으로 작용할 때, 다리 및 몸체 그리고 다리와 몸체가 결합된 형

상이 받는 유체하중 및 모멘트를 산정하기 위한 유동해석을 수

행하였다. 다관절 해저로봇의 형상을 중심으로 Front 쪽에서 들

어오는 조류를 입사각도 0도로 초기 설정하였고, 반시계 방향으

로 입사각도 10도 간격으로 증가하도록 정의하였다. Fig. 5는 조

류가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할 때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 

링크별 또는 몸체에 작용하는 입사각도를 보여준다.

Fig. 5 Definition of the current incident angle for each 

part of leg and body



4. 수치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다관절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및 모멘트를 산정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

과에 대하여 무차원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영면적을 사용하

는 것이 보통이나, 본 계산의 경우, 각 방향별로 투영면적이 각

각 달라 의미 있는 면적의 선택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

산된 힘과 모멘트를 속도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도시하였다. 모

든 그래프의 가로축은 조류의 입사각도, 세로축은 힘, 모멘트 또

는 합력을 속도의 제곱으로 나누어 나타내었으며, 실제 조류 속

도에서 조류하중 및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에 표기

된 값에 속도의 제곱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4.1 다관절 해저로봇의 형상 변화에 따른 유체력 비교

 먼저, 새롭게 변화된 형상에 대하여 조류 입사방향에 따른 조

류하중 및 모멘트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의 형상에 

작용하는 유체력과 비교하였다. 이전의 다관절 해저로봇에 대

한 형상 모델을 CR200_2011, 변형된 다관절 해저로봇의 형상

을 CR200_2012로 표기하였다.

 Fig. 6은 수평방향 유동에 대하여 다관절 해저로봇 몸체에 작

용하는 합력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6을 살펴보면 조류가 해

저로봇 몸체에 비스듬히 입사하는 40도와 120도 또는 230도와 

300도 근방을 제외하고 두 형상 모두 조류의 입사각에 대하여 

유사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에 도시된 수직방향 유동에 대한 다관절 해저로봇의 몸

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형상에 비해 

변화된 형상에 작용하는 합력이 조류의 입사각 270도 근방에

서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해저로봇 몸체의 경우, 수직/수평방향 유동 모두 일정 각도에

서 CR200_2012에 작용하는 합력이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에 탑재될 제어장치를 고려한 뭉툭한 형

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힘의 증가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실제 

다관절 해저로봇 운용에 있어 제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는 주요 입사각도(-30도~30도 또는 130도~220도)에 

대해서는 유체력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은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에 작용하는 합력의 변화를 비

교하였다.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의 형상변화에 따른 합력의 변

화를 비교해 보면, 새롭게 변화된 CR200_2012의 다리가 90도

와 270도 근방을 제외 하고 전체적으로 더 작은 힘을 받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9는 수평방향에 대하여 다리와 몸체가 결합된 상태의 다

관절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합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기존

의 형상에 작용하는 유체력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합력

의 변화는 비슷하지만 변형된 형상의 경우 입사각 90도, 270도 

부근에서 주변 합력보다 더 작은 합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 및 몸체가 결합된 형상

에 대하여 입사각 0도, 90도, 180도 그리고 270도 일 때 

pressure contour 및 streamline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6 Resultant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7 Resultant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vertical direction flow)

Fig. 8 Resultant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9 Resultant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10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4.2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의 링크별 유체력 산정

 앞 절에서는 수평방향 유동에 대하여 다관절 해저로봇이 지면

에 접지된 상태인 고정된 다리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산정하였

다. 그러나 다관절 해저로봇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다양

한 입사각도에 대하여 해저로봇의 다리에 작용하는 정확한 유체

력 산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다관절 해

저로봇의 자세제어 및 이동성 향상을 위해 해저로봇 다리에 작

용하는 유체력을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유동에 대하여 링크별로 

산정하였다. 

 해저로봇 다리에 작용하는 보다 자세한 유체력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한 개의 다리를 각각 링크별로 분리하였다. 허벅지에 

해당하는 링크를 Part-1 그리고 종아리에 해당하는 링크를 

Part-2로 표기하였으며 수직 또는 수평방향 유동에 대한 수치해

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4.2.1 다관절 해저로봇의 다리 Part-1 유체력 산정

 먼저,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의 Part-1에 조류가 수평방향으로 

작용할 때 조류하중 및 모멘트의 변화를 입사각도에 따라 살펴

보았다. Fig. 11를 살펴보면 x축 방향의 힘은 형상의 좌우 대칭

성으로 인해 180도 기준으로 힘의 변화가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고, y축 방향의 힘의 경우 90도 270에서 상대적으로 주위의 

힘보다 더 작은 힘이 발생하였다. Fig. 12를 살펴보면 입사각에 

따른 z축 방향 모멘트의 변화는 거의 없는 반면에, x축, y축 방

향 모멘트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다음은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의 Part-1에 조류가 수직방향으로 

작용할 때 조류하중 및 모멘트의 변화를 입사각도에 따라 살펴

보았다. Fig. 13을 살펴보면 x축 방향의 힘은 힘을 받는 입사 면

적이 큰 조류 입사각 0도와 180도에서 가장 큰 힘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y축, z축 방향의 힘은 입사

각도에 따른 힘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Fig. 14를 살펴보면 입사각에 따른 y축 방향 모멘트의 변화가 x

축, z축 모멘트의 변화보다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Axial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12 Moment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13 Axial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vertical direction flow)

Fig. 14 Moment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vertical direction flow)

4.2.2 다관절 해저로봇의 다리 Part-2 유체력 산정

 다음으로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의 종아리 부분에 해당하는 

Part-2에 작용하는 유체 조류의 입사 방향 및 입사각도에 따라 

산정하였다.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의 Part-2에 대하여 조류가 수평방향으로 

작용할 때 조류하중 및 모멘트의 변화를 입사각도에 따라 살펴

보았다. Fig. 15를 살펴보면 x축 방향의 힘의 경우 45도, 135도, 

225도, 315도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큰 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y축 방향의 힘의 경우 90도 또는 270도에 비해 

225도와 315도 부근에서 강한 수평 방향의 힘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Fig. 16은 Part-2에 대한 모멘트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16을 살펴보면 x축, y축, z축 방향은 모멘트의 변화가 거의 없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다관절 해저로봇 다리의 Part-2에 조류가 수직방향으

로 작용할 때 조류하중 및 모멘트의 변화를 입사각도에 따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유선형 형상인 Part-2의 경우, 원통형에 가까운 

Part-1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힘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7을 살펴보면 40도와 130도 근방에서는 힘의 변

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입사면적이 가장 큰 0도와 

180도 근방에서는 x축과 y축 방향 힘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선형 형상으로 인해 z축 방향의 힘

은 매우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8은 수직

방향 유동에 대하여 조류입사각에 따른 Part-2에 작용하는 모

멘트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18에 도시된 모멘트의 변화를 

살펴보면 y축 모멘트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긴 하나 Part-1의 

형상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매우 작은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5 Axial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16 Moment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17 Axial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vertical direction flow)

Fig. 18 Moment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vertical direction flow)

4.3 조류 점성 경계층 내에서 유체력 산정 및 비교 

 앞 절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균일 유동(Uniform flow) 조건 하에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다. 그러나 다관절 해저로봇이 해저면에서 작업을 수행할 시, 

바닥면의 점착조건으로 인한 조류 점성경계층 내에 위치하게 되

며 점성경계층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관절 해저로봇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점성경계층 내에 있

는 다관절 해저로봇 몸체에 대하여 조류입사각에 따른 유체력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균일유동에서 작용하는 유체력과 비교

하였다. 수치해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조류에 의한 점성경계층

을 생성하기 위하여 조류 속도 5knots일 때, 형상이 없는 평판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조류에 의한 점성경계층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근사적인 점성경

계층을 구현하였으며, 경계층의 높이를 각각 2m와 5m로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점성경계층의 높이가 2m와 5m가 나타

나는 지점을 찾기 위해 평판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입구로부터 약 200m 그리고 약 500m 떨어진 부근에서 경계층

의 높이가 각각 2m와 5m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바닥면의 반경을 각각 200m 그리고 500m 나누

었으며 경계조건으로 점착조건(no-slip condition)을 부여함으로

써, 해저로봇 근처에서 생성되는 경계층의 높이가 각각 2m와 

5m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Fig. 19 ~ Fig. 21은 조류 입사각에 따른 조류하중, 합력, 모멘

트의 변화를 나타냈다. 균일유동의 경우 실선, 조류 경계층 두께 

2m인 유동의 경우는 점선 그리고 5m인 경우는 절취선으로 표기

하였다.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매우 유사하나 균일유동에 

비해 점성경계층 내에 위치하는 다관절 해저로봇 몸체에서 보다 

작은 힘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또한, 경계층의 두

께가 커질수록 속도 차이에 의해 작용하는 유체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9 Axial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20 Resultant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21 Moment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해석 코드인 ANSYS-CFX를 사용하여 

다관절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유체력 산정 및 유동해석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다관절 해저로봇 내부에 탑재될 제어장치를 고려한 형상 변

화에 따른 유체력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조류의 입사각도에 

따른 CR200_2012의 다리 및 몸체 그리고 다리와 몸체가 결합된 

형상에 작용하는 유체하중과 모멘트를 산정하였다. 기존의 형상

과 변화된 형상에 작용하는 유체력 비교를 통하여 제어에 주요

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입사각도에서는 유체력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 하였으며 다리의 경우, 기존의 형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힘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다관절 해저로봇의 자세제어 및 이동성 향상을 위해 해저로

봇 다리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유동에 대하

여 링크별로 산정하였다. 추후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기초 유

체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형근사법을 통해 조류의 입사방향에 

따른 유체력 산정식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제어 알고

리즘 생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3) 해저면 작업 시, 다관절 해저로봇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점성경계층 내에 있는 다관절 해저로봇 몸체에 대하여 조류입사

각에 따른 유체력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균일유동에 비해 점성

경계층 내에 위치하는 다관절 해저로봇 몸체에서 보다 작은 힘

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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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aster arm 마스터 암, Crabster robot 크랩스터로봇, Force-feedback 힘궤환, 5 bar gimbal mechanism 3자유도 짐벌 메커
니즘

ABSTRACT: In this research, a novel mater arm as a teaching device for an underwater revolute robot arm used as a slave 
arm was studied. The master arm is designed and developed to be 7 degree of freedom (DOF) structure, to have similar 
structure with that of the slave arm. The master arm with encoders on joints is used as an input device for teaching of the 
slave robot arm.  A control system was designed to sense an excessive force and torque of joints of the master arm and to 
protect it by controling the position and velocity of the slave arm through the encoder signal of the master arm.

1. 서    론 

의료, 군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인체공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인체에 착용하는 착용식 교시장치의 연구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하기에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로봇팔을 제어하기 위한 로봇용 교시장치인 

마스터 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우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6자유도 산업용 로봇팔의 원격작업을 위한 교

시입력장치인 마스터 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어때 관절에 3

자유도 메커니즘을 모듈화하고 능동 그리퍼를 포함하는 엑소스

켈레톤 형식의 7자유도 마스터 암의 설계 및 기구학적 해석연구

와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2. 마스터 암의 설계 

2.1 마스터 암의 기구부 개발

본 연구에서는 마스터 암은 Fig. 1과 같은 그리퍼 포함 7자유

도 산업용 로봇팔을 원격제어하기 위하여 그리퍼를 포함하는 7

축 관절을 가지며 Fig. 2와 같이 설계되었다. 마스터 암 관절의 

구조는 어깨축으로부터 yaw, roll, pitch, pitch, roll, yaw 구조로 

설계되었다. 길이는 1023.5~1169mm이고 짐벌부는 253.5mm, 상

완부는 448.5~518.5mm, 하완부는 317~397mm로 설계하였다. 마

스터 암은 Fig. 3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장치에 부착하여 작업자 

앞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의 신호정보를 활용하여 마스터 암을 

조작한다. 각 관절에 모터와 엔코더가 장착되어 슬레이브 암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슬레이브 암에 가해지는 외력이나 토크를 

궤환한다. 궤환된 힘이나 토크는 마스터 암에 전달되어 작업자

가 반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다. Table 1은 설계 제작된 마

스터 암의 제원이다.

Fig. 1 The joint structure of general industrial robot arm

Fig. 2 The design of the master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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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age of wearing the designed master arm

Table 1 Specification of master arm

Weight D.O.F Total lenght
Material 
property

 4.5 kg 7 1,169mm Al6061

Fig. 4 5 bar ginbal concept design

마스터 암은 어깨 관절에 3자유도 메커니즘을 모듈화햐여 설

계하였다. 일반적으로 종례의 어깨 관절 외골격은 2자유도 외골

격들이 주로 개발되어왔다. 이는 어깨 외골격에 구동기를 설치

할 때 공간적인 문제가 있고, 각각의 구동기와 간섭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 bar gimbal 구조를 

고안하였다. Fig. 4와 같이 5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적

은 공간을 이용해 간단한 구조로 3자유도를 표현할 수 있다

.

2.2 마스터/슬레이브 암의 순기구학 해석

마스터 암 개발에 앞서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과의 기구적

인 관계를 예측하기 위하여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의 구조에 

관한 순기구학 해석을 실시하였다. 순기구학 해석을 통해 슬레

이브 암의 축간의 위치정보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제어 알고리즘 구성에 활용한다.

산업용 로봇팔은 그리퍼를 제외하고 6자유도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 시 6자유도로 구성되는 로봇팔의 순기구학 해

석을 위해 설계된 6축 다관절 로봇을 바탕으로 관절 링크에 대

한 기구학석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로봇이 지면에 고정

되는 0축을 기준으로 하여 Fig. 5와 같이 로봇팔의 각 관절에 좌

표계를 설정하였고, Table 2에 D-H 규약에 따른 파라미터를 정

리(Spong and Vidyasagar,1989). 하였다.

Fig. 5 D-H coordination of the general industrial robot arm

Table 2 D-H parameter for the general industrial robot arm

LINK    
1    

2  0 

3   0 
4 0    
5 0  0 
6 0 0  

Fig. 6 D-H coordination of the master arm

Table 3 Table of master arm parameter

LINK    

1 155   0 


2 0  0 


3 397 0 147 


4 0   0 


5 0  75 


6 0 0 93 


마스터 암 역시 그리퍼를 제외하고 6자유도로 구성된다. 어깨

부 yaw축을 기준으로 하여 Fig. 6와 같이 로봇팔의 각 관절에 

죄표계를 설정하였고, Table 3에 D-H규약에 따른 파라미터를 

정리하였다.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전체 변환 행렬을 식 (1)과 유사하

게 각 링크 사이의 연관 행렬식을 Table 2의 파라미터 값을 사

용하여 구할 수 있고 이를 식 (1)과 같이 표현하면 슬레이브 암

의 기저축에 대한 그리퍼의 위치 및 방향정보를 나타내는 행렬

식 
를 구할 수 있다.


  











   
   
   
   

                      (1)

3. 마스터 암의 제어시스템

3.1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 간의 축간 연계

운용자의 팔 크기와 유사한 마스터 암은 그리퍼를 포함하는 7

자유도 동작을 하며 Fig. 7의 동작 연계도와 같이 마스터 암은 

슬레이브 암과 상호작용 하도록 설계되었다. 기본이 되는 1축부

터 순차적으로 맞물려 그리퍼 부분의 7축까지 인체의 팔이 가지

는 7자유도와 유사한 움직임을 갖도록 연결이 이루어져 있다. 

이를 위해 직접 제작한 마스터 암의 사진은 Fig. 8과 같다.

Fig. 7 Joint actuator of the master arm

Fig. 8 A built master arm

3.2 제어시스템의 구성

마스터 암의 제어는 Robotis 사의 Dynamixel에 내장된 엔코더

에 의한 관절 회전수를 통해 제어하는데 Fig. 9의 제어부 구조도

를 통하여 제어 연관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마스

터 암으로보터 엔코더 신호를 통한 위치정보를 크랩스터 로봇의 

MCU로 전송하게 되고 전송된 위치정보에 따라 슬레이브 암의 

각 관절부가 작동하도록 제어된다. 만약, 슬레이브 암이 작동 도

중에 외부 부하를 받게 되면 힘센서로부터 그 힘을 감지하고 마

스터 암의 MCU로 이 정보를 전송하여 해당 관절의 Dynamixel

에 힘궤환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슬레이브 암이 받는 외력의 

부하량에 따라 Dynamixel의 토크세기가 달라지게 되어 사용자

는 이 외력을 느낄 수 있다. 

Fig. 10은 마스터 암의 제어부 만을 도식화 한 것으로 

Dynamixel에 의한 부하가 작동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12V의 DC전원이 전원분배회로를 통하여 각 MCU에 5V, 

Dynamixel에 12V가 들어가게 되고 슬레이브 암으로부터 힘 정

보가 MCU로 전송되며 각 Dynamixel의 토크를 제어하게 된다. 

Fig. 9 A motor control system block diagram of the master arm

Fig. 10 Controller diagram of the master arm



Fig. 11 Diagram of the developed control system

Fig. 11은 제작된 제어기의 제어시스템 구성도로서 다수의 

Dynamixel은 하나의 BUS상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Xmega128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MCU에서 슬레이브 로봇

으로부터 상호 위치데이터와 부하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 받게 

되면 Dynamixel에 명령하여 토크를 제어하게 되고 시리얼 통신

을 통해 산업용 PC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슬레이브 암으로 사용되는 수중작업용 다관절 

로봇팔의 교시장치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의 마스터 암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스터 암은 7자유도이며 착용형으로 인체

관절에 맞게 설계되었다.

슬레이브 암의 위치 및 속도 명령을 위해 엔코더가 포함된 

Dynamixel을 이용한 마스터 암을 교시입력장치로 설계하였다. 

또한 Dynamixel의 토크 제어를 이용하여 마스터 암에 가해지는 

과도한 힘과 토크를 인지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엔코더를 이용

하여 슬레이브 암에 위치 및 속도 신호를 낼 수 있는 제어시스

템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기구부의 성능시험을 

통해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과제

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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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모방형 수중 다관절 로봇의 유영계획을 위한 
파라미터 공간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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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pace Application for Swimming plans of

a Bio-inspired Articulated Underwater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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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Bio-inspired underwater robot 생체모방형 수중로봇, Diving beetle 물방개, Swimming parameter space 유영파라미터 공간

ABSTRACT: In this paper, we approach to the better solution for swimming locomotion of articulated underwater robots with respect to   

biomimetic technique. Firstly, we observed and sorted various locomotion from one of underwater organisms, diving beetle, by experiments with 
a high speed camera, a water tank and image processing software which is called Image J. Subsequently, we analysed the movement 
characteristic of the diving beetle from extracted Joint angles of the leg of the diving beetle. Coordinated patterns of rhythmic movements are 

produced by simple control parameters which make it possible to control trajectories and velocities of the leg. Futhermore, we determined each 
parameter’s role in the parameter space. With the procedures of comparing regenerated locomotion by established swimming pattern parameters 
to real locomotion of the diving beetle, we confirmed applicability to generate various swimming patterns of the articulated underwater robots 

effectively.   

1. 서    론  

 체에 지 자원의 필요성이 증 함에 따라 해양자원탐사에 

한 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

지 원료인 화석에 지는 머지않아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상

되고 있는 가운데, 해  깊은 곳에 내장되어있는 자원획득에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양이라는 환경

인 제약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선박 침몰 

사고에 의한 해 탐사 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AUV(Autonomous Underwater Vehecle)이나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와 같은 수 탐사로 들의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여태경 등, 2010). 하지만 이러

한 로 들은 부분이 로펠러 형식의 추진체를 사용함에 따

라 비교  소한 공간에서의 동  움직임이나 회 반경에 제

약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약조건에서 효율 인 탐사를 

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들이 있다.  

 한국 해양연구원은 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해 2010년 

이후부터 뛰어난 동 특성과 효율 인 탐사를 목 으로 하는 

다  복합이동 해 로 인 게와 바다가재를 모방한 생체 모

방형 로  Crabster(Crab+Lobster)를 개발하기 시작하 으며 이

는 일반 인 로펠러나 캐터필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수  

로 과는 달리 다리 로 해 보행 뿐만 아니라 유 까지 하

며 심해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개발 인 이 로 의 많은 연구 분야 에서 유 분

문에 으로 연구를 진행 에 있으며(김  등, 2012), 

이를 해서 다리 을 이용하며 유 에 최 화 되어있는 생

체모방 모델로서 물방개를 선정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 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환경에 맞게 진화해온 생명체의 방식을 모방하

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물방개가 유 하는 

패턴들을 로 공학 에서 재해석 하여 공학 으로 모델링

하는 이  연구에 이어서(김희  등 2012), 각 유 의 특성을 

악하여 정립된 일반식을 바탕으로 간단한 라미터들을 조

함으로 다양한 유 패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

고, 이로 인해 발생된 유 패턴과 실제 물방개의 유 패턴들과

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실제 개발 인 로 의 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생체모방 모델 

2.1 생체모방 모델 선정  

 생체모방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으로 유 로 들은 물고기 모방로 의 형

태를 띠고 있는데(정창  등, 2010) (Alessandro, 2008)  반해 우

리는 다리 을 가지고 있으며 유 과 보행이 모두 가능한 

로 을 개발하고 있다. 다리 을 이용하여 유 하는 형태의 

로 은 지느러미 형태의 로 에 비해 각 다리 의 간섭을 

고려하여 유 패턴을 발생시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동반

하고 있어서 우리는 유 생명체 에 다리 을 가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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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age J

(a) 

며 유 에 최 화 되어 있으며 재 해양연구원 주  개발 

인 다  해 복합 이동로 인 Crabster(a)와 구조가 비슷한 

물방개(b)를 생체모방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다(Fig. 1). 이는 

Cybister lateralimarginalis라는 종으로 많은 물방개 종류 에서 

비교  크기 때문에 유 찰에 용이하게 근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b)
    

Fig. 1 Pictures of an articulated underwater robot Crabster(b) 

and Cybister lateralimarginalis(a)

2.2 생체모방모델 관찰 

 2.2.1 실험환경조성

 물방개의 유 패턴을 찰하고 이를 분석하기 한 실험환경

은 Fig. 2의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방개의 유 모션을 획

득하기 해서 물방개(B)는 투명한 수조(A)에서 유 하도록 하

고,   REDRAGKE사에서 제작한 MotionScope M1 고속 카메

라(C)를 이용하여 당 125 임으로 물방개의 유 을 촬 하

다. 고속 카메라는 촬  속도가 빨라질수록 화면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보정하기 해 조명(E)을 

설치하여 좀 더 나은 상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촬 된 상은 REDRAKE사에서 제공한 MotionScope M1.0.3 

소 트웨어를 통해 컴퓨터(D)로 송되었다. 

(b) Experimental set up

Fig. 2 Image processing software Image J(a) and Experimental 

set up(b) consist of  A (transparent aquarium), 

B(diving beetles), C(a high speed camera Motionscope 

M1), D(a laptop computer) and E(a lamp)  

 송된 상데이터는 상처리 소 트웨어인 Image J는 Fig. 

2의 (a)와 같이 구성되어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녹화된 각 

임을 통해 물방개 다리  사이의 각도인 과 를 추출

해 내었다. 물방개는 주로 두 뒷다리로 추진력을 발생시켜 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분석은 두 뒷다리에 을 맞춰 진행

하 다. 

 2.2 물방개의 다양한 유영패턴 

 앞서 언 했던 내용과 같이 실험 장치를 통해 물방개의 유

동작을 면 히 살펴본 결과, 물방개는 유 할 때 다른 다리보

다 상 으로 길고 큰 두 뒷다리를 이용하여 유 한다는 사

실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우리는 물방개의 유 동작을 크게 

진과 회 유 으로 나 고, 각 유  동작으로의 다양한 패턴

을 분석하기 해 실험 장치와 공학 인 도구를 이용하여 Fig. 

3 와 Fig. 4와 같이 물방개의 실제 유 동작을 재구성하 다. 

이를 해서 물방개의 다리 끝 은 기구학  모델링에 의해 

Image J로부터 추출해낸 과 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이 

되었고, MATLAB 소 트웨어를 통해 공학 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궤 을 나타내는 물방개의 유 동작을 분류하 다.  

Fig. 3 Various forward locomotion of the diving beetle

Fig. 4 Various turning locomotion of the diving beetle

3. 유영패턴 파라미터 설정 

3.1 파라미터 설정 

  본 논문의 2 에서 생체모방 유 생물체로 물방개를 선정하

고 다리를 기구학 으로 모델링하고 공학 인 도구를 통해 유

패턴을 분석하 고 그 과정에서 추출된 물방개의 각 다리

의 각도정보는 주기 은 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이

를 수학 으로 모델링하기 해 우리는 복잡한 주기함수를 간

단한 코사인과 사인함수의 합의로 표 하기 해 푸리에 수

로 각 다리의 과 를 일반식으로 정립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식 (1)은 푸리에 수를 개하는 도입과정으로 는 실



험과 이미지 처리 도구인 Image J를 통해 얻게 된 물방개 다리

의 각도정보를 의미한다. 식 (1)에서 주 수 정보를 의미

하는 는 물방개 다리 한 주기의 샘 링시간인 0.28 를 1로 

나  값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는 의 계식

에 의해 22rad/sec의 값으로 정의하 다. 

 




    
           (1)

 한 일반식을 정립하기 해 주기함수의 계수정보인  ,

 ,의 값을 정의하기 해 식 (2)에 따라 계산하면 식 (3) 

과 같은 코사인과 사인함수의 합으로 도출된 일반식이 정립이 

된다. 

 



  





    




  (2)

                            (3) 

그러나 좀 더 최소의 제어 라미터 설정을 해 우리는 식 (4)

의 유도과정을 거쳐서 좀 더 간단한 식 (5)로 도출해 내었다. 

  
                             (4)

                                     (5) 

이는 물방개의 다리 의 각도정보를 통해 수학 으로 모델

링된 수식으로 각 다리의 각도 정보인 과 는 식 (6)

과 식 (7)에 의해 Table 1에 서술한 제어 라미터들을 고려하

여 최종 으로 정리되었다. 

                      (6)

                     (7)

Table 1 Characteristics of determined parameters 

Parameters Characteristics

,

 ⦁ Constant values for offset.
 ⦁ It determines moving range of leg     
   trajectories. 

,

 ⦁ Constant values for amplitude.
 ⦁ It determines the height of leg        
   trajectories.

,
 ⦁ Constant value for frequency.
 ⦁ It determines the velocities of the leg. 

,

 ⦁ Constant value for phase delay
 ⦁It changes leg trajectory by adjusting   

   phase interval of     of the leg. 

3.2 파라미터에 의해 발생된 유영패턴과 실제 물방개 유영패턴과

의 비교분석

 3.1 에서 수식으로 도출된 물방개 다리 한주기의 각  각

도정보인 과 는 Fig. 6의 Swimming Locomotion 1의 왼쪽

에 있는 물방개의 실제 유 패턴에 의해 Table 2에 있는 유

라미터들을 조 하는데 있어서 기 유 으로 정의하 고, 따

라서 Table 1에 명시되어있는 상지연을 의미하는 는 0으

로 그리고 이를 제외한 모든 라미터들의 계수 값을 1로 정

의하 다. Fig. 5에서는 라미터들의 역할에 따른 궤 의 변화

를 그림으로 도식화 하 다. (a)와 (b)는 각 다리 의 움직이

는 궤 의 역을 변화시키지 않고 offset시키는 역할을 하며, 

(c)와 (d)는 각 다리 의 움직이는 궤 의 역을 조 하는 

역할을 한다. 다리 이 진하는 방향 유 하기 해서는  

  이 에 비해 주기가 느린 형태로 되어야하는데 이는 (e)

의 구간이 의 상 차이를 의미하는 로 조 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각 라미터들을 변경함에 따라 다리 궤 이 

변화하는 구간은 각 라미터가 담당하는 역에 맞춰 Fig. 5

의 (A)에 화살표로 표 하 다. 

(A) Parameter Characteristic      (B) Parameter Space 

Fig. 5 Parameter characteristics(A) and Space(B) - (a):, (b):, 

(c):, (d):, (e): 

 Fig. 5에 정의한 라미터들의 특성과 역할에 근거하여 기  

유 으로부터 Table 2의 라미터들의 값을 설정하고 한 주기 

내에서 유 동작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Fig. 5의 라미터 설정 

공간인 (B)에 표 하고 실제 물방개의 여러 유 동작과 비교하

여 Fig. 6에 유 궤 과(a) 다리 의 각도변화(b)를 도시하

다. Fig. 6의 Swimming Locomotion 3은 다른 유 에 비해 정해

놓은 샘 링시간 안에 한 주기 이상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것은 실제 물방개의 다리 휘젓는 속도가 다른 유 에 비해 빠

른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리의 휘젓는 속도와 련되어

있는 주 수정보인 와 곱해지는 상수  와 이 다른 유

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Parameter settings for generating various locomotion  

Generated 
Swimming 
Locomotion

 

       

1 1 1 0 1 1 1 0 1

2 -0.7 0.9 0 1 1.3 2.5 /4 1
3 0.7 1.2 0 1.2 0.85 0.9 /6 1.2

 결과 으로 우리는 기 유 으로부터 도출된 과 의 식 

(6)과 (7)에서 각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네 개의 라미터들

의 값들을 조정하여 실제 물방개의 유 동작들과 비슷한 여러 

유 패턴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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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swimming patterns from the diving beetle 

with regenerated locomotion by parameter setting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생체모방 기술 관점에서 다관절로봇의 유영계

획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 천 년에 걸쳐 환경에 최적화

되어 변화해온 생물체 중에 다리관절을 가지고 있으며 유영에 

최적화 되어있는 물방개를 생체 모방 모델로 선정하고 물방개

의 유영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유영동작을 재구성 

하였고, 주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물방개 다리 관절사이의 

각도변화를 일반식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유도된 일반식을 활

용하여 여러 가지 유영패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파라미터

공간을 설정하고 각 파라미터들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정리하

였다. 이를 통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유영패턴과 실제 물방개

의 유영패턴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상당히 유사하게 유

영동작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연구로는 파라미터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수식을 유도해

내어 좀 더 효율적인 유영계획을 통해 수중 다관절로봇의 유

영 방법을 정립하고, 각 다리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는 것과 

더불어 간단한 유체환경을 고려하여 항력을 산출해내어 실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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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he articulated underwater robot 수중다관절로봇, Hovering 호버링, Forward flight 전진비행 exploring swimming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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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is now developing an articulated underwater robot. The articulated 

underwater robot to explore the ocean has six legs and uses its special legs for changing thrust and switching directions when it moves. 

It is complicated to control all the 18-joint of a six legged underwater robot in an anlytical manner for optimal path planning for 

complex exploring tasks. For this reason, through analyzing dynamic characteristics of flying and swimming living organisms such as 

humming bird and krill in terms of biomimetics, we propose applicable method to the developing underwater robot Crabster.  

1. 서    론 

지구는 30% 육지, 70%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이 이용 

가능한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육지의 대부분의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으므로 육지 자원의 고갈 후 대체 할 수 있는 

해양자원개발에 많은 연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생물자원, 해저

의 광물,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개발을 위

한 탐사 연구가 필요하다.

해양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는 과거 유인잠수정이 주류

를 이루었지만, 극한 환경에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제한적인 

이유로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가 개발되어 사용되었

다. ROV에서 한 단계 진보된 AUV(Autonomous Underwater 

Vehecle)의 개발로 인간의 험을 피 할 수 있는 해양개발에 

표 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AUV는 목표지 을 주행하며 넓

은 역을 탐사하는 이동형 AUV와 좁은 지역을 세 하게 정  

조사 할 수 있는 탐사형  AUV로 기능에 따라 나  수 있다. 그

러나 오늘 날의  ROV와 AUV도 높은 밀도와 해류 등 외란이 

심한 해저를 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외란을 극복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한국해

양 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다관절 수중 복합 이동로봇’의 한 부

분인 수중다관절로봇의 탐사유영패턴에 대해 기술 하였다. 

수중다관절로봇의 추력과 방향 전환은 종래의 수중 로봇들과 

다른 다관절로 이루어진 6개의 다리이다. 목표 지점까지의 경로 

계획을 위해 3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6개의 다리를 제어하는 방

법에는 많은 경우의 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물

체의 비행과 유영을 모방하여 수중다관절로봇의 특성에 맞는 적

용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수중다관절로봇은 다쌍, 다관절로 이루어진 로봇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호버링이 가능하고 다쌍, 다관절의 날개로 비행

하는 혹은 다리로 유영을 하는 생물체들의 특징을 조사 하였다.

제자리비행 또는 빠른 방향전환 및 가·감속 유영을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행 생물체는 벌새이다. 기존 실험을 통해 비행 

속도에 따라 벌새는 날개짓 패턴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날개짓과 몸 기울기의 관계를 동역학적으로 해석하였

다(Tobalske et al, 2007). 그리고 다쌍, 다관절 다리로 유영을 하

는 새우의 각 다리 유영 진폭과 주기의 변화에 따라 유영 속도

의 변화를 관찰한 기존 연구의 데이터를 동역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후 수중다관절로봇에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D.W.Murph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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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체의 비행 및 유영 특징  

2.1 생물체의 비행  

(Tobalske et al, 2007)의 500 Hz의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0~12m/s의 풍동 실험을 통하여 벌새의 제자리 비행과 속도에 

따른 벌새의 몸 기울기, 날개짓 진폭, 3차원 날개짓 등에 관한 

관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obalske et al,2007)의 관찰 결

과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벌새의 진행 속도()와 Fig.1의 벌새

의 몸통 기울기()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Fig. 1 Angles from wing and body motion of hummingbird 

during flight. =tracking stroke plane angle relative to 

horizontal. =body angle relative to horizontal.

Fig. 2의 기하학적인 관계에 의해 벌새의 3차원 날개짓으로 생

기게 되는 유도 속도()와 날개짓에 의한 비행속도()가 합성

되어 식 (1)과 같이 실제 벌새에 근접하는 비행속도()를 구할 

수 있다.

  

Fig. 2. Geometric relationship among induced velocity(), Flight 

velocity() and linear velocity().

                                             (1)

식 (2)은 제자리 비행(  ) 일 때 

                                         (2)

식 (3)은 전진 비행(  ) 일 때 

                                          (3)

여기서, 은 벌새의 질량(3.4g), 은 중력가속도(9.8m/s), 

은 공기의 밀도로 본 논문에서는 (Tobalske et al,2007)의 실험 

데이터(  )를 사용 하였다. 는 투영된 벌새의 날

개 면적으로 식 (4)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4)

여기서 는 날개짓의 진폭, 은 날개의 길이(4.7mm)는 지평

선과 날개짓 평면과의 각도이다(Wakeling and Ellington,1997).

Fig. 3는 식 (2)-(4)를 이용하여 유도속도()와 비행속도() 그

리고 벌새 날개짓 평면()의 기울기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3. Flight velocity() relative to the induced velocity(),    

 tracking stroke plane angle relative to horizontal().

Table. 1은 (Tobalske et al, 2007) 벌새의 비행 속도에 따라

(0m/s~12m/s) 날개짓 평면과 몸체의 기울기 관찰을 통해 얻은 

데이터이다. Table. 1와 같이 벌새의 비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는 증가()는 감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데이터를 식 

(2)-(4)를 이용하여 Fig. 4와 같이 유도속도()와 비행속도()와 

벌새의 몸 기울기()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다.

벌새의 비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도속도()는 감소하고, 

날개짓 평면의 기울기는 증가한다. 따라서 몸 기울기()는 감소

하게 된다. 즉 벌새의 빠른 전진비행에서는 몸 기울기()가 작

아야 하며 제자리비행에서는 몸 기울기()가 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Tracking stroke plane angle relative to horizontal()   

          and body angle relative to horizontal() to          

           the hummingbird flying at velocities of 0~12m/s.

Fig. 4 Flight velocity() relative to the induced velocity(),    

 body angle relative to horizontal().



새우의 

제자리 유

새우의 

진 유

새우 다리에 의한

항력(mN)

X방향 0.0969 -2.5522

Y방향 -0.0688 -1.91

2.2 생물체의 유영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다관절 복합 수중 이동로봇’

은 각 다리에 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6개의 다리로 유영을 하

는 로봇이다. 다관절 유영 로봇의 탐사 유영 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우리는 다관절 생물체 중에 하나인 새우의 유영을 분석

한 (D.W.Murphy,2011)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우의 주기성

을 가지는 Fig. 5의 각 다리 관절의 각도에 대한 데이터를 획

득하였고, 이를 공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새우의 안쪽다리와 바깥쪽다리가 함께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각 관절 데이터로 항력값을 산출하는데 있어 (전봉

환,2005)에서 2절 링크 로봇의 항력을 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

다. 

Fig. 5 A lateral vies of the krill. α=angle between the        

        protopodite and the body. β=angle between the       

        protopodite and the endopodite and exopodite. 

Fig. 6는 새우의 5쌍의 다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제자리유영과 

전진유영을 하였을 때 기존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사화 

한 그래프이다. 새우는 p1의 진폭 변화 보다 p5의 진폭 변화

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새우는 유영을 할 때 p5의 

다리가 중요하며 새우의 제자리 유영을 전진 유영과 비교 하였

을 때 제자리 유영에서 새우의 다리 진폭은 전진 유영보다 작

으며, 주기가 길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A)                      (B)

Fig. 6 Sequences for mean α and β for all five pleopods for  

       hovering , fast-forward swimming(FFS).

      (A) is hovering. (B) is fast-forward swimming.

또 한 전진 유영에서의 α, β값은 변화가 제자리 유영 보다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새우는 물의 저항력을 덜 받기 위해서 

다리를 최대한 접은 후 다시 최대한 다리를  빨리 피면서 전

진 유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은 새우 다리(p1~p5)에 의한 항력을 기존 연구 데이터에 

의해 계산된 표이다.  Table. 2로 새우의 제자리 유영과 전진 유영

에 대한 항력값을 비교 할 수 있다.

 동역학식에 의해 계산 된 새우 다리에 의한 항력값에서 새우 각

각의 다리 길이는  2cm이상인 새우들의 평균 안쪽다리와 바깥다

리의 길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D.W.Murphy,2011).  Table. 2

와 같이 새우는 전진 유영을 위해 제자리 유영 보다 큰 힘을 내기 

위해서 큰 항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유영을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고, 큰 항력이 필요한 빠른 전진 유영을 위해서는 다리의 진폭

을 최대한 크게, 주기를 짧게 다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

출 할 수 있다. 

Table.2 Computed krill’s hovering and fast-forward            

          swimming

   

 Fig. 7 Drag force from hovering of krill.  

                 

 Fig. 7, Fig. 8은 기존 연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영 방법에 

따른 5쌍의(p1~p5) 새우 다리 유영에 의한 항력의 합과 방향

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수중에서 새우는 제자리 유영을 하기 

위해서 중력과 부력 그리고 새우 몸에 의한 물의 저항력 등 

여러 유체역학적인 힘과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새우는 힘

의 합력이 0이 되기 위해서 몸 기울기를 55°로 만들고,  Fig. 6

과 같이 다리를 핀 상태로 느리게 움직여  Fig. 7과 같이 빠른 

전진 유영의 항력보다 작은 항력을 만들어낸다.  Fig. 7과Fig. 

8을 비교해 보면 Fig. 8의 전진 유영의 항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진유영을 위해서는 제자리 유영보다 더 큰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해석 할 수가 있다. 새우는 빠른 전진 유영

을 위해서 Fig. 8과 같이 상대적으로 제자리 유영 보다 큰 항력

을 만들어 낸다. 새우의 몸과 물이 만들어 낸 저항력보다 큰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다. 큰 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새우

의 다리를 큰 진폭으로 빨리 저어야 한다는 것을 Fig. 6과 Fig. 

8을 통해서 알 수 있다.

        

Fig. 8 Drag force from fast-forward swimming of krill. 

3. 결   론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 인 ‘다관절 수중 복합 이동로

봇’은 다 , 다 의 다리로 유 을 하여, 해  탐사를 목표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 다  로 의 탐사유 에 용

하기 한 생물체들의 비행과 유  특징을 분석하여 수 다

 로 에 용하기 한 방법에 해 서술하 다. 

탐사유 을 해서 수 다  로 은 상승과 하강 빠른 

방향 환 같은 기동성과 제자리 유 이 으로 필요 하

고, 각 다리  제어를 통한 유 은 복잡하고 어렵다. 이 두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기동성과 제자리 유 을 할 수 있는 

생물체  날개짓을 하는 벌새와 다  다리로 유 을 하는 

새우를 찰하여, 날개짓과 유 의 특징들을 정리하 다. 먹이

를 먹기 해 제자리 비행을 하는 벌새는 수평면과 날개짓 평

면과의 기울기에 해 유체역학 으로 증명하고 이것은 벌새

의 몸과 수평면과의 기울기와도 계됨을 증명하 다. 다  다

 다리로 유 하는 새우는 각 두 개의 다리 을 조 하

여 다른 진폭과 주기 등을 조 함으로써 제자리 유 , 빠른 

진유 , 후진 유  등 다양한 유 을 구사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유  방법에 따른 생물체의 유  특징을 생

물체 찰로 나온 데이터를 기본으로 다  로 에 용 방

법을 제시 하 다. 수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유체역학들과 3차

원 운동으로 발생되는 힘들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추후연구에는 3차원 운동에 계된 힘들

을 고려하고 수 다 로 의 탐사유 에 용하여 연구하겠

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

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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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nhurra FPSO
Delivered in 2005

Modec
Stybarrow FPSO
Delivered in 2007

BP
Skarv FPSO
Delivered in 2010

OGX
Nexus FPSO
Delivered in 2010

Performance Record – F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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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Inspections 
Permitting 
Regulation

Well P&A

Pipeline 
Abandonment

Conductor 
Removal

Topside Removal 
& Disposal

Substructure 
Removal & 
Disposal

Site Clearance 
& Remediation

Platform Preparation

Decommission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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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Petroleum 
Deepwater Horizon

In GOM

Occidental Petroleum Piper Alpha Disaster at North Sea
Phillips Petroleum Co. Ekofisk Bravo Platform

Mobil Oil / ODECO
Ocean Ranger
On the Hibernia

Capsized Disaster
(Others Explosive Disaster)

Types of Offshore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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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Deepwater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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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최대의 재앙

BP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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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00 20071993 20102001

선주사 중심 수주/건조 자체 설계/건조 개발/수주

상세설계 기본설계

2011

Hot Issu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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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 Law = Mandatory
Regulation Compliance = Meet the Mandatory 

Reg. = Law
(Mandatory)

Act

Regulation

Guideline

Not Law
(Not Mandatory)

Standard 

Company Requirement

Norwegia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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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Oil & Gas Facilities

Offshore Project 패러다임 변화

COMPANY EPCI Contractor COMPANY

EPCI

Engineering Phase

E&P Concept Basic (FEED) Detail Procurement Construction
Offshore 

HUC Maintenance
Operation &
Maintenance

DecommissioningDecommissioning

COMPANY EPCI Contractor COMPANY
EPCI

Verification

COMPANY EPCI Contractor COMPANY
EPCI

Basic (FEED)

Contract (Re-bidding)

Contract

COMPANY                EPCI Contractor COMPANY

Contract

Contract

Project Case 1

Project Case 2

Project Case 3

Project Case 4

COMPANY PC Contractor COMPANY

Contract (AFC)

Project Case 0

EPCI
Concept

EPCI
Concept DESIGN COMPETITION

Trans & 
Install



제작공사 대비 EPCI 공사

구분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Onshore
Comm.

Transp.  / 
Installation

Offshore HUC

제작 공사 Company Contractor Contractor Company Company Company

EPCI 공사 Contractor

Scope 차이

Scope 증가분에 대한 일정, 품질, 원가 관리 중요성 부각

장비납기 및 원가를 고려한 설계 일정 관리 요구

발주처 지정 장비공급 업체 활용에 따른 원가 및 장비납기 Risk 발생

해상작업 조건 및 환경을 고려한 Overall Schedule 관리 필요

설계, 시운전, 운송/설치 Scope에 대한 일정 및 원가 Flexibility 문제

제작공사 대비 EPCI 공사

EPCI 계약자 Scope 증가

구분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Onshore 
Comm. 

Transp. / 
Installation

Offshore HUC 

Contractor 
Scope 
including
Management

Detailed Eng RFQ & TBE
Shop

Drawing
Precomm & 

Comm
Trans. Hook-up

Safety  
Study

POS & PO Fabrication
N2/He Leak 

Test
Install.

Precomm & 
Comm.

Comm Eng
Mechanical
Completion

Flange 
Manage

Marine 
Spread

O&M Eng

입찰단계부터 발주처 지정 하청사 활용 요구

시운전 설계 및 관리는 3rd Party 활용 요구

설계 및 시운전 수행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소재 해외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수행

국내 경험 또는 실적 보유 전문 업체 부족



EPCI 공사 외주 항목

구분 외주 항목 수행가능 업체

Engineering

Detailed Engineering
Oil & Gas 설비에 대한 Process, 
Struct, Piping, E&I, Mech, Arch 각
분야별 기본설계 수행

Technip, Aker, 
Mustang, KBR, 
WorleyParsons, Doris, 
Fluor, Amec, etc.

Safety Study 안전/화재/폭발에 대한 위험성 분석 ERM, SAFETEC, etc

Commissioning
Engineering

프로세스 시스템 분석 및 시운전
수행 절차서 작성

Cegelec, DSI, etc

O&M Eng 시스템 별 운영/보수 매뉴얼 작성 ODL, PSR, IMPAQT, etc

Onshore Comm.

Precomm & Comm
Supervision

시운전에 대한 일정 및 품질 관리 Cegelec, DSI, etc

N2/He Leak Test Oil & Gas line 에 대한 누출 시험
Halliburton, etc

Flange Management 배관 연결 Flange 작업/관리

Transportation / 
Installation

Transportation 해상설비 운송 Dockwise, NMA, HMC,
Saipem, SHL, Swiber, 
etcInstallation 해상설비 설치

Offshore HUC

Hook-up 배관/Cable 류 연결 작업 EJJV, MCCS, AG&P, etc

Precomm & Comm
Supervision

시운전에 대한 일정 및 품질관리 Cegelec, DSI, etc

Marine Spreads 해상 작업 및 시운전 용 선단 운영 Posh, Swiber, etc

EPCI 공사 외주비용 국산화

Engineering

Detailed Engineering

주요 현안 대응 방안

국내 주요 엔지니어링 업체 해상플랜트

설계 경험 및 실적 미보유

발주처 미국/유럽 실적 업체 선호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발주처

인식도 낮음

산·학·연 T/F 활동 또는 해외 전문기관

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으로 자체 수행

실적 보유한 해외 업체와 제휴 또는 M&A 

를 통한 시장 진입

Safety Study

주요 현안 대응 방안

국내 산학 연구소 경험 및 실적 부족

발주처 아시아/유럽 실적 업체 선호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화재/폭발 Back 

Data 부족

국내 육상플랜트 실적 Data Base 화 및

활용

전문 수행인력 확보 및 육성 프로그램

개발



EPCI 공사 외주비용 국산화

Engineering

Commissioning Engineering

주요 현안 대응 방안

국내 중공업 3사 경험 및 실적 있으나

발주처 선호 낮음

발주처 3rd Party 활용 요구

경험 또는 실적 보유한 국내 전문 업체

부족

국내 육상플랜트 시운전설계 업체 발굴

및 육성

국내 육상플랜트 또는 한국석유공사/가스

공사 참여 해양플랜트 공사 수행을 통한

시운전 경험 축적

Operation and Maintenance Engineering

주요 현안 대응 방안

국내 해양플랜트 O&M 설계 경험 및 실적

보유 업체 부족

발주처 3rd Party 활용 요구

국내 육상플랜트 O&M 설계 전문 업체

발굴

체계적인 O&M 설계 전문가 육성 프로그

램 개발

EPCI 공사 외주비용 국산화

Onshore Commissioning 

Commissioning Supervision

주요 현안 대응 방안

국내 3사 경험 및 실적 보유하고 있으나

발주처 선호 낮음

발주처 전문 3rd Party 수행 요구

국내 육상플랜트 시운전 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

입찰단계에서 발굴업체 PQ 추진

N2/He Leak Test / Flange Management

주요 현안 대응 방안

해양플랜트 N2/He Leak Test 경험 및

실적 보유 국내 전문업체 부족

유럽 및 아시아 전문 업체 활용

육상플랜트 Leak Test 경험 업체 발굴 및

육성

발굴업체 발주처 승인업체 등록 추진

입찰단계 또는 실행단계에서 발굴업체 PQ 

적극 추진



EPCI 공사 외주비용 국산화

Transportation / Installation

Transportation

주요 현안 대응 방안

국내 해양설비 운송선단 보유 업체 전무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업체 활용

국내 운송 선단 보유 업체 발굴 및 선단

투자 유도

입찰단계에서 발굴 업체 PQ 적극 추진

Installation

주요 현안 대응 방안

국내 해상설치 설계, 수행 경험 및 설치선

단 보유 업체 전무

동남아시아, 유럽 업체 활용 수행

국내 해상 설치 선단 투자 유도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참여 해양

플랜트 공사 활용하여 경험 및 실적 획득

입찰단계에서 발굴업체 PQ 적극 추진

EPCI 공사 외주비용 국산화

Offshore HUC

Marine Spreads 

주요 현안 대응 방안

해상작업용 선단 보유 국내 전문 업체

전무

동남아시아 업체 주로 활용

국내 해상작업용 선단 보유 업체 발굴 및

선단 투자 유도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참여 해양

플랜트 공사 활용하여 경험 축적

입찰단계에서 발굴업체 PQ 적극 추진



EPCI 공사 외주비용 국산화

결 론

해양플랜트의 계약 형태가 단순 제작 형태의 공사에서 EPCI  공사로 전환되고

있으며 계약자가 설계, 구매, 제작, 운송/설치, 해상시운전 을 수행

설계, 시운전, 운송/설치 업무를 발주처 지정 해외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수행해야

함으로 일정 관리 및 원가 변동에 대한 Risk 증가

프로젝트 수행 일정 최적화 하고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외주비용(해외 전문업체 활용 비용)의 국산화 필요

산·학·연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업체 발굴 및 육성 필요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 경험 업체 발굴하여 해양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집중 육성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 지분 참여 해양플랜트 공사에 국내 전문업체의 참여를 유도

하여 실적보유 및 오일 메이저 AVL(Approved Vendor List) 등록 기회 확보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설계 및 시운전 분야에 대한 국내 전문기업의 활용도를 증가

시켜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경쟁력 향상

EPCI 공사 외주비용 국산화

제 언

구분 외주 항목 제 언

Engineering

Detailed Engineering
핵심 Process System 설계 외 자체 수행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활용

Safety Study
자체수행
국내 연구소 활용

Commissioning Engineering
자체수행
국내 육상플랜트 시운전 설계 전문업체 활용

O&M Engineering
자체수행
국내 육상플랜트 O&M 설계 전문업체 활용

Onshore Comm.

Precomm & Commissioning 
Supervision

자체 수행
육상플랜트 시운전 전문업체 활용

N2/He Leak Test
육상플랜트 Leak Test 경험 전문업체 활용

Flange Manage

Transportation / 
Installation

Transportation

기존 사업자 시장 진출 유도Installation

Offshore HUC Marine Spreads



Q&A



삼성중공업

강 희 석

프로젝트 초기 Concept 
결정을 위한 통계적 접근

(FPSO Hul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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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 Mooring System

Vessel 
Name Country

Dead
Weight
(Ton)

Hs
(m, 100yr)

Water 
Depth
(m)

Conversion
or New

Mooring 
Type

Turret
Installed 
Area

BP
S Project Norway 129,200 16.5 450 New Internal

Turret 40 x 40 m

TOTAL
D Project Angola 329,000 4.1 1,360 New Spread

Mooring N/A

Husky
W Project Canada 140,000 14.7 130 New

Disconnect 
Internal 
Turret

41 x 41 m

Shell
S Project Nigeria 207,000 3.1 375 New Soft Yoke N/A

Woodside
E Project Australia 150,000 6.8 550 New Rigid Arm N/A

Petrobras
M Proejct Brazil 278,000 8.0 856 Conversion Internal

Turret ‐

Laminaria Australia 180,000 11.2 366 New Internal
Turret ‐

Teekay
K Project Norway 125,000 15.7 410 New Internal

Turret 38 x 38 m

* Significant wave height(Hs) in Central North Sea :  14 ~ 16.5 m

Case Study – Cargo Offloading System

Vessel 
Name Country

Storage 
Capa.
(bbls)

Hs
(m, 100yr)

Water 
Depth
(m)

Offloading 
System

Offloading
Rate.

Offloading 
time (Hour)

BP
S Project Norway 910,000 16.5 450 Tandem

Stern 7,000 m3/h 20.7

TOTAL
D Project Angola 2,000,000 4.1 1,360 Tandem

Stern 7,600 m3/h 41.8

Husky
W Project Canada 940,000 14.7 130 Tandem

Stern 8,000 m3/h 18.7

Shell
S Project Nigeria 1,440,000 3.1 375 Tandem

Stern 6,000 m3/h 38.1

Woodside
E Project Australia 900,000 6.8 550 Tandem

Stern 4,200 m3/h 34.1

Petrobras
M Proejct Brazil 1,800,000 8.0 856 Tandem

Stern ‐ ‐

Laminaria Australia 1,400,000 11.2 366 Tandem
Stern 6,000 m3/h 37.1

* In case of Harsh environment, offloading time was not exceeding the one day.



Vessel Name (A) Storage 
Capa. (bbls)

(B) Oil
Production
(kbopd)

(C) = (A)/(B)
(Day)

Dimension
(LxBxD) (m)

Operating Field
(Country)

BP
Q Project 1,060,000 120 8.8 270x52x30 North Sea (UK)

BP
S Project 910,000 85 10.7 277x50x29 Norwegian Sea

(Norway)

TOTAL
D Project 2,000,000 240 8.3 300x60x33 Gulf of Guinea

(Angola)

Husky
W Project 940,000 120 7.8 258x46x26 Canadian Atlantic

(Canada)

Teekay
K Project 800,000 63 12.7 244x48x26 North Sea

(Norway)

Shell
S Proejct 1,440,000 140 10.3 267x50x28 Nigeria

Woodside
E Proejct 900,000 100 9 249x46x25 Exmouth sub‐Basin

(Australia)

Case Study – Oil Storage Capacity

* 7.8 to 12.7 days storage capacity per Oil processes

Case Study ‐ Deck Free space

Vessel 
Name

Storage 
Capa. (bbls)

Dimension
(LxBxD) (m)

Topsides 
Operating 

Weight (MT)

Topside 
Footprint 
Area(m2)

Oil
Production
(kbopd)

Weight/Area
(MT/m2)

Contract
Type

BP
Q Project 1,060,000 270x52x30 25,386 8,000 120 3.17 N/A

BP
S Project 910,000 277x50x29 20,202 7,488 85 2.7 Hull EPC

Topsides pC

TOTAL
D Project 2,000,000 300x60x33 36,101 14,112 240 2.56

Consortium
(Hull EPC,
Topsides Pc)

Husky
W Project 940,000 258x46x26 16,800 8,000 120 2.02 Hull EPC

Topsides pC

Teekay
K Project 800,000 244x48x26 15,992 8,323 63 1.92 Whole EPC

Shell
S Proejct 1,440,000 267x50x28 11,000 9,700 140 1.13 Hull EPC

Woodside
E Proejct 900,000 249x46x25 11,672 8,017 100 1.46 Hull EPC

Topsides pC

* Weight/Area Range : 1.13 to 3.17 MT/m2



Proposed Scheme for Target Field

• Location

– 450 m water Depth

– Weather similar to central North Sea

– Appx. 13 days sailing  from A, 24 days from B 

– Remote from infrastructure

• Guidance for FPSO Design 

– Design Life : 25 years

– Production rates

• Oil=120 kbopd, Total Liquids=300~500 kbpd, Gas=90 mmscfd

– Up to 1.5 mmbbls Storage

– Topsides dry weight app. 20,000 ton

– Gas will all be used for Fuel, Gas Lift & Reinjection(No flaring)

Field Information

• Case Study summary
7.8 to 12.7 days Storage capacity per Oil processes

Wight/Area Range : 1.13 to 3.17 MT/m2 

• Proposed Storage Capacity

120,000 bopd x 8 days = 960,000 bbls

• Proposed Deck Space

. 20,000(ton) / 2.3(ton/m2)=8,697 m2

(a) 8,697 m2/50 m = abt. 174 m

(b) Internal Turret install space(meter x meter) : Length abt.40 m

(c) Cargo Storage Space for 960,000 bbls : Length abt. 156 m

(d) Machinery & Deckhouse : Length abt. 66 m

Proposed Length : max(a or c)+ b + d = 280 m

• Proposed FPSO : 280 m(Lbp) x 50 m(B) x 30 m(D)

Proposed Scheme – FPSO Hull



• Proposed shuttle : 121,700 m3 Class x 8 shuttle

- Turnaround time : 51days (Target port : GOM)

24days x 2way + 2days for Loading/offloading + 1 day redundancy

- Proposed Shuttle : 121,700 m3Class (abt. 766,000 bbls) 

- Number of shuttle : 8

51 days * 120,000 bbls / 766,000 bbls = 7.99

Proposed Shuttle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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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ing offshore units on the Norwegian Continental Shelf

Fixed Offshore Installation Approach

� Compliance with PSA Facility Regulations 
and all referred industry standards

� Registration as a petroleum installation

� Operation as fixed platform 

Maritime Unit Approach

� Partial compliance with flag and class 
regulations instead of petroleum regulations

� Registration in maritime register (flag)

� Classification of unit

� Following classification practice in operation  

2

Two alternative regulatory compliance alternatives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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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egian Regulatory Basis 
�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has the coordinating 
responsibility for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HSE) in the 
petroleum industry

� The ministry has delegated the 
responsibility for coordinating the 
total  supervision of the activities to 
the Petroleum Safet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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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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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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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lity Regulations

� Information Duty Regulations

GUIDELINES
Interpretations, reference to recognised codes

Other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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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nditions for “maritime units”

§3 in FRAMEWORK-REGULATIONS 

“Use of maritime legislation in the 
petroleum activities”: 

� Alternatively to complying with PSA 
technical requirements, mobile units 
may comply with Flag and Class 
regulations/rules

� Flag/Class shall be NMD Regulations 
supplemented by DNV class rules or 
others having same safety level

� Some conditions/limitations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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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 HSE 
””FrameworksFrameworks regulationregulation””

””ManagementManagement
regulationregulation””

””FacilitiesFacilities
regulationregulation””

””ActivitiesActivities
regulationregulation””

””InformationInformation
dutyduty regulationregulation””

HSE HSE 
””FrameworksFrameworks regulationregulation””

””ManagementManagement
regulationregulation””

””FacilitiesFacilities
regulationregulation””

””ActivitiesActivities
regulationregulation””

””InformationInformation
dutyduty regulationregulation””

Maritime 
Technical

Requirements
for areas of 

maritim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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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Framework Regulatio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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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and limitations

��������	
����������	�����

� Registered in a national ship-register and following maritime operational concept

� Possible to use a flag and/or classification practice that involves a calendar-
based recertification, including a five-year main inspection,

� Only provisions of maritime character may be included. Specifically excluded 
are:
- Drilling and production systems
- General alarms (audio/visual)
- Facilities for transport of personnel (incl. drill-floor)
- Evacuation systems
- Working environment issues
- Petroleum related operational activities

� Exemptions given by flag/class do not automatically apply; will have to be 
approved by PS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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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comments to §3 (maritime approach)
� Units able to use maritime approach include:

- mobile drilling units
- well intervention units
- multi-purpose units
- some types of production units

� Units specifically excluded:
- fixed installations 
- floating units not following a maritime operational concept 

� For “grey zone” units early contact with PSA to clarify borderlines is encouraged

� Maritime approach includes:
- hull
- stability
- mooring,
- marine systems 
- etc.

� Maritime approach does not include:
- life saving appliances (to comply with PSA)

� ISM code accepted as documentation of maritime management syste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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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of Floating Offshore Units in Norway
� Prerequisites for MOUs operating on the Norwegian Continental 

Shelf (NCS) as ”maritime” units:

- Must be registered in a national register of shipping (flying flag)

- Must have valid class certificate

- Must be issued with an AoC (Acknowledgement of Compliance) 
from PSA (Norwegian Petroleum Safety Authority)
- Except for storage units and production units operated by the field 

operato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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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n AoC ?
� AOC (Acknowledgement of Compliance) is defined as:

- “An acknowledgement from PSA to the effect that a mobile facility’s technical 
condition and the applicant’s organisation and management system are 
assessed to the best of the directorate’s judgement to be in conformity with 
relevant requirements of Norwegian shelf rules”. 

� AoC is mandatory for floating units
- Voluntary arrangement introduced in August 2000, mandatory from 2004 for drilling 

units
- Mandatory for all types of floating units from 2008
- Exception given for storage units and production units operated by the field operator

� An AOC encompasses:
- technical conditions
- relevant parts of the applicant’s management system
- analyses performed
- maintenance programme
- upgrading plan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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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oC ?
� AoC is issued after application from owner and/or the party who is going to operate 

such a facility. 

� The AOC application may be submitted independently of a consideration of consent. 

� The application shall contain material and information about:
- the technical condition of the facility 
- the organis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applicant

� The AoC will be given based on the authority’s follow up of the applicant and the 
information that the applicant has provided about the facility and the organisational 
set-up.

� Separate guideline issued applying for AoC by the Norwegian Oil Industry 
Association (OL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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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to §3 of the Framework Regulations

� The ”Manual for Application for Acknowledgement of Compliance (AoC)”, 
Revision 3 dated 1 January 2006, with any subsequent revisions accepted 
by the Petroleum Safety Authority Norway, provides the acceptable 
technical standards for the individual areas on a mobile facility, and also in 
other areas than those covered by this provision and Section 1, third 
subsection of the Facilities Regulations, 

� and through this also clarifies what constitutes an acceptable 
interpretation of the technical basis for the various support systems 
and certain requirements for the working environmen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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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 (SUT) Handbook – Background

� Developed through a co-operation between NPD/PSA, NMD, 
NSA, OLF, LO/NOPEF, SAFE, TBL, Lederne and DNV

� Objective:
- contribute to a rational and efficient application process for  AoC. 
- represent a supportive element for standardization and 

simplification of such applications.

� 1st issue July 2000

� Rev.01 July 2002

� Rev.02 Jan.2004

� Rev.03 April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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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 Handbook - Contents
CONTENTS:
� VERIFICATION SYSTEMATICS

� THE VERIFICATION OBJECT

� VERIFICATION REFERENCES

� VERIFICATION METHODS

� QUALIFICATION

� DOCUMENTATION

ENCLOSURES
� STATUTORY GUIDELINES

- Guidelines for application for (AoC); (by PSA and NMD 1.1.2006).
- Use of HES Regulations on Mobile Offshore Units – use of maritime legislation/norms; (NPD memo issued 19.12.2002)
- Technical Requirements to Working Environment and Health Department on Mobile Facilities – Alternative Norms ; (NPD 

memo issued 26.6.2003)

� APPLICABLE LEGISLATION AS OF 1ST JANUARY 2006.

� USE OF MARITIME CERTIFICATES, CLASS AND MANAGEMENT SYSTEM

� TECHNICAL NORMS AND STANDARDS FOR MOBILE OFFSHORE UNIT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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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I 
Area 

Technical requirements in 
PSA regulations Standards referred to in FR Direct reference 

to NMD 

Can Sec. 
3 in HES 
be used? 

Alternatives to FR 

1 UNIT GENERAL
Stability
The Facilities Regulations Sec. 63   NORSOK 

N-001 Ch. 7.10 
(which further refers to NMD's regulations, but extent 
of damage and requirement for reserve buoyancy shall 
be based on risk analyses) 

NMD Stability,  
§8 to §51 

Yes NMD Stability 

For Self-elevating units; DNV 
OS-C301 Stability and 
Watertight Integrity  

Sdir Production , §17, 2-3 

11 Other
The following does not comply with the NSFI system, but are included in order to comprise topics that would otherwise be left out as the NSFI system is equipment-specific, 
resulting in that arrangement etc. is not considered. 
Arrangement 
The Facilities Regulations Sec. 6   

The Facilities Regulations Sec. 15  

The Facilities Regulations Sec. 59  

The Facilities Regulations Sec. 12  

See regulations. 

Regulations issued by The Directorate for Fire and 
Electrical Safety (DBE)  

NORSOK  
C-001
C-002
S-001   
S-002
(+ additions as given in the guidelines) 

See complementary text in guidelines to Sec.12 
alternatively: 
- for access routes: 
NMD Construction

No Yes NMD Construction 
+ 
NMD Living quarter 
+ 
NMD Fire 
+ 
NMD Operation § 13 

For details see Encl. A3; 
NPD letter of 26.06.2003 

D: Technical Norms and Standards for the different Areas on a Mobile Offsho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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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2002  - Maritime Practice + AoC Scheme

Hull & marine systems:
CLASS + FLAG  

Production Plant:
PSA REGULATIONS 

Drilling Plant:
PSA REGULATIONS

Working Environment:
PSA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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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Class Rules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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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V Offshore Codes - Global standards, practices and related services 
for the oil & ga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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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hore Service Specifications:
–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DNV offshore verification, 

classification, qualification and asset operation services

� Offshore Standards:
- Technical provisions and acceptance criteria for general use 

by the offshore industry as well as the technical basis for DNV 
offshore services including classification.

� Recommended Practices:
- Proven technology and sound engineering practice as well as 

guidance for the higher level Offshore Codes.

18

DNV Offshore Codes: A three level publication hierarchy 
providing a flexible and user-friendly menu of services, technical 
standards and practices meeting individual needs of oil and gas 
industry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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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V Offshore Codes: Formal Document Structure

�Offshore Service 
Specifications:

19

– Quality & Safety (A-series)

– Materials (B-series)

– Structures (C-series)

– Systems (D-series)

– Special Facilities (E-series)

– Pipelines & Risers (F-series)

– Asset Operation (G-series)

– Marine Operations (H-series)

– Cleaner Energy (J-series)

� Offshore 
Standards:

� Recommended 
Practices:

- Classification (100-series)
- Governmental Compliance (200-series)
- Risk Based Verification (300-series)
- Technology Qualification Management 

(400-series)
- Other Services (900-series)

© Det Norske Veritas A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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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Offshore Class Service Specifications

20

� DNV-OSS-101:  Rules for Classification of 
Offshore Drilling and Support Units

� DNV-OSS-102:  Rules for Classification of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Loading Units

� DNV-OSS-103:  Rules for Classification of 
LNG/LPG Floating Production and Storage Units 
or Installations

� DNV-OSS-121:  Classification using 
Performance Criteria determined By Risk 
Assessment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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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Units covered by DNV Offshore Class

21

buoy

Semi-submersible Jack-up Ship-shaped Unit

TLP (Tension Leg Platform) Deep Draught Unit (DDU)
(SPAR)

Loading 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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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services) covered by DNV Offshore Class

22

Drilling Oil Production and Storage LNG Production and Storage

Accommodation Wind Turbine Installation

Well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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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notation

23

Owner, OperatorOwner, Operator

DNV-Class

Work Scope

R
eq

ui
re

m
en

ts

Shelf State

(N) - 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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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tation

� DNV N-notation is a cost-effective method for implementing AoC 
requirements in design and construction phase of offshore 
newbuilding projects

� Reference document : DNV OSS-201 “Verification for 
Compliance with Norwegian Shelf Regulations”,  

� Intended for classed offshore unit 

� Covers supplementary verification requirements to class 

� Based on FRAMEWORK REGULATION’s §3 about use of 
maritime legislation and the AoC Handbook 

� Gives reference to regulations and codes to be covered by  the 
additional verification (detailed technical requirements are not 
stated in the OSS document)

24

OFFSHORE SERVIC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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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tation

� Covers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al phase

� Compliance signified with (N) - class notations 

� N-notation services currently available:
- Drilling Unit(N) 
- Production Unit(N) 
- Storage Unit(N) 
- Well Intervention Unit(N) 
- Accommodation Unit(N) 
- Drilling plants - DRILL(N) 
- Production Plants - PROD(N) 

25

OFFSHORE SERVIC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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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for N-notation additional requirement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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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of N-notations in Operational Phase

� Follow-up through periodical surveys (annual, intermediate and 
renewal) 

� At certificate renewals (5-yearly intervals) a gap-analysis 
between original and latest edition of the applicable technical 
references shall be carried out for all N-notations. Any 
deviations identified shall be implemented in order for the N-
notation to be renewed. 

� i.e. no “grandfather claus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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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ot included in the N-notations

� The following aspects subject to PSA requirements are not 
included in the N-notation: 
- ergonomic principles of work systems 
- noise 
- room acoustics 
- vibration 
- lighting 
- indoor climate 
- radiation 
- lifting appliances (including cranes)
- EEA law items (e.g. simple pressure vessels, EMC, Ex-equipment, 

ATEX, Machinery and safety components, etc.) 

� Items not covered by N-notation may be covered through 
separate verification services by DNV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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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 Process
� Formalised hearing process according to requirements of DNV Governing 

Manual

� Internal and External hearing

� External hearing to:
- DNV Committees
- National Authorities
- Selection of clients
- External experts  

� Design review boards make decision on comments received

� Final approval by DNV board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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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methods
� Electronically available  on internet 

- You can freely download class related offshore codes 
from DNV webshop application. 

- Pls access the webshop from DNV home page 
www.dnv.com, by selecting "Rules & standards" from 
the top menu (under Resources). and then "DNV 
Offshore Codes" .   

- Direct link to DNV webshop is: 
http://webshop.dnv.com/globa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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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with UK Offshor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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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Legislative Regime
� Purpose

- Reduce the risks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workforce on offshore facilities or in 
connected activities

� Authority
- UK HSE’s Offshore Division (OSD) is responsible for the offshore oil and gas industry. Our 

mission is to protect people's health and safety by ensuring risks in the changing workplace 
are properly

� Regulatory Characteristics
- goal-setting
- performance-based regime

� Based on Verification Scheme

� Independant Control
- provides 'independent' assurance to society, governments, and industry that companies 

have identified the risks to health and safety and have put appropriate measures in place to 
control these risks.

32



© Det Norske Veritas AS. All rights reserved.

23-24 May 2013

UK HSE Organizatio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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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Safety Hierarchy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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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ic of UK Legislation

�Safety Case Regulations is the Principle Law
- Offshore Installations (Safety Case) Regulations 2005 (SCR)
- Offshore Installations and Pipeline Works (Management & Administration) 

Regulations, 1995 (MAR)
- Offshore Installations (Prevention of Fire & Explosion, and Emergency Response) 

Regulations, 1995 (PFEER)
- Offshore Installations and Wells (Design & Construction, etc.) Regulations, 1996 

(DCR)
- Pipeline Safety Regulations, 1996 (PS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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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ies
� The duty holder shall:

- Ensure…integrity (DCR Reg. 4)
- Prepare a Safety Case (SCR Reg. 4)
- Draw up a verification scheme (SCR Reg. 15)
- Perform PFEER Assessment (PFEER Reg. 5)
- Ensure plant/SCE suitability (PFEER Reg. 19) 

� The ICP will:
- Have a duty of co-operation 
- Demonstrate Independence & Competence
- Conduct required examinations
- Report finding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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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ycle Approach
� The SCR, together with the supporting regulations (DCR, PFEER, MAR, PSR), 

require that Major Accident Hazards (MAHs), pertaining to an offshore installation, 
are identified and adequately managed throughout the installation lifecycl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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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HAZID / Identify MAHs
� Hazard Identification (HAZID)

- Identify all hazards considered in design & construction
- Document for future reference

- Facilitates comparison of analysis
- Ensures consistency

� Major Accident Hazards (MAH)
- Fire, explosion, or release of dangerous substance involving death or serious injury to 1 or 

more persons.
- Major Structural Damage or loss of stability
- Collision of a helicopter
- Diving Incidents
- Any other work incident involving death or serious injury to 5 or more person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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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Previous Studies
� Update Studies

- Are the assumptions and recommendations still valid?
- Design may have been changed
- Provides an audit trail
- For DP rigs - Gas dispersion analysis may have implications for ER HVA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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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PFEER measures and SCEs
� Prevention of Fire, Explosion and Emergency Response Regulations (PFEER)

- Risk Based Selection
- Includes ‘Soft’ systems
- Requires Performance Standards
- Careful & Critical Scrutiny by Independent, Competent Body required

� SAFETY-CRITICAL ELEMENTS
- Cause
- Contribute

- Prevent
- Limit

41

Majo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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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Performance Standards
� PERFORMANCE STANDARDS

- Measurable & Auditable
- Define Safety Critical Performance
- Referenced by Safety Case & QRA
- Use Functionality/ Availability/ Reliability/ Survivability (FARS) criteria (PFEER 

ACOP)
- Take account of:

- Specifications & Standards 
- Classification Rules
- Flag State Requirements
- International Codes & Standards
- Government Legislation
- Manufacturer Certificatio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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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input to Assurance Scheme
� Assurance

43

Planned Maintenance, Safety / 
Technical Audits, QA/QC

•Examination
•Testing
•Review
•Audit

� Planned Maintenance
- Duty holder Assurance: ‘achievement of suitability of an SCE should not depend…on 

verification’
- Does PM measure Safety Critical parameters? Performance standard requirements
- Provide evidence for Safety Case: Risk assessment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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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Const./Design Verification
Establish Written Scheme - based on Class / Flag

� Verification Objectives
- Independent competent scrutiny
- Suitability of SCEs
- Condition of SCEs
- Life cycle approach

� Reporting

44

Class
Survey Report

Checklists
Condition of Class

Flag
Survey Report

Checklists
Recommendations

Use existing systematic
+ LOG SHEET

Avoid duplication
Demonstrate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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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Risk Assessment
�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QRA)

45

10-6

10-3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ALARP)

Risk &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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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fety Case / Review & Revision
� The Safety Case

- Assurance / Verification demonstrates compliance
- Written schemes, Performance Standards, Safety Case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all be supportive
- No contradictions

� Review & Revision
- Aim is continuous improvement
- ‘Material difference’ (SCR Reg. 9)
- Three yearly review & revision
- Initial review periods more frequent
- Affect of scheme amendments on Safe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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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목적 및 지향점)

1. 필요성 및 목적

2. 지향점

적정 지지구조 선정의 필요성

FEED Verification 단계 – Cost Effective한 대안 (Alternative Method) 제시

FEED 단계 – Layout, 제작성, 가격경쟁력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정

지지구조 연구의 목적

모듈의 지지형태별 구조적 특성을 파악해서 공사 수행 전 전반적인 검토 및 파악을 통해

가장 적정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함.

FEED 설계에 적용된 Stool Configuration의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수행공

사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탑사이드 모듈 지지구조 선정 프로시저와 Data Base를 제공하

고자 함.

2. STOOL CONNECTION TYPE 소개

1. STOOL BOUNDARY CONFIGURATION TYPE

2. 지향점

HIGH STOOL LOW STOOL FIXED STOOL



2. STOOL CONNECTION TYPE 소개

2. Project별 Stool Connection Concept

2. 지향점

HIGH STOOL LOW STOOL FIXED STOOL

-KIZOMBA-A FPSO
2 Fix – 4 Sliding

-BP Plutonio FPSO
All fixed

-Moho Bilondo FPU
2 Fix – 2 Sliding

-AKPO FPSO
1 Fix – 2 Sliding – 1 Free

-Moho Nord FPU
1 Fix – 2 Sliding – 1 Free

-PAZFLOR FPSO
1 Fix – 2 Sliding – 1 Free

-USAN FPSO
1 Fix – 2 Sliding – 1 Free

-DALIA FPSO
1 Fix – 2 Sliding – 1 Free

- Nexus FPSO
All fixed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1. INVESTIGATION OF MODULE SUPPORT CONFIGURATION - 1

2. 지향점

Case-1. 6 Leg – High Stool Case-2. 6 Leg – Low Stool

Case-3. 6 Leg – Fixed Stool

Module structure has been verifie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In-place condition comprising the operating, 

extreme and damage conditions
- Transportation conditions corresponding to the 

FPSO tow phase

Structural Analysis

Design Data (Motion & Hull Deflection)
- Acceleration data for onsite operating, extreme  & 

damage, during towing condition
- Hull deformation has been accounted also.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1. INVESTIGATION OF MODULE SUPPORT CONFIGURATION - 2

2. 지향점

Case-4. 4 Leg – High Stool Case-5. 4 Leg – Low Stool

Case-6. 4 Leg – Fixed Stool

Module structure has been verifie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In-place condition comprising the operating, 

extreme and damage conditions
- Transportation conditions corresponding to the 

FPSO tow phase

Structural Analysis

Design Data (Motion & Hull Deflection)
- Acceleration data for onsite operating, extreme  & 

damage, during towing condition
- Hull deformation has been accounted also.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2. DEFINITION OF MODULE BOUNDARY CONDITION

2. 지향점

Case-1 & 2. 6 Leg – High Stool & Low Stool Case-3. 6 Leg – Fixed Stool

Case-4 & 5. 4 Leg – High Stool & Low Stool Case-6. 4 Leg – Fixed Stool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3. SHOWING STRUCTURAL ANALYSIS MODEL

2. 지향점

Case-1. 6 Leg – High Stool Case-2. 6 Leg – Low Stool Case-3. 6 Leg – Fixed Stool

Case-4. 4 Leg – High Stool Case-5. 4 Leg – Low Stool Case-6. 4 Leg – Fixed Stool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4. SELECTION OF PROPRE BEARING STIFFNESS

2. 지향점

Bearing Stiffness Summary (Various Project)

Stiffness Lavacabay 
FLSO

Various Project

PAZFLOR DALIA MHN FPU MHB FPU AKPO USAN

Compression
(kN/mm) 3000 5000 2000 2000 2300 2050 3000

Shear
(kN/mm) 10 10 3 10 10 - 10

Rotation
(kN-m/rad) 3.025x105 0.005 0 - 1.75x105 2.3x105 3.025x105

Note: sensitivity check 결과 USAN Project에 적용 된 값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적용 함.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5. CASE STUDY 결과 분석-1

2. 지향점

REACTION LOAD

Reaction Load
CASE STUDY RESULT - Topside Support Reaction

RemarksCase-1
(6 Leg-HighStool)

Case-2
(6 Leg-LowStool)

Case-3
(6 Leg-FixedStool)

Case-4
(4 Leg-HighStool)

Case-5
(4 Leg-LowStool)

Case-6
(4 Leg-FixedStool)

Fx (kN) 10763 11583 13203 10724 11074 16406 4 Leg Type에 비해서 6 Leg
Type이 Stool Reaction이 큰
값이 나오며 이는 가운데 Leg에
서 하중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
할 수 없기 때문임.

즉, 전반적으로 6 Leg 방식보다
는 4 Leg 방식이 효율적인
Configuration이나 이는
Module Span에 따른 STR 
Behavior과 병행하여 검토되어
야 함.

Fy (kN) 9746 12504 11392 17419 17781 11750

Fz (kN) 32055 36551 35443 26005 29499 27454

Mx (kN-m) 0 0 16203 0 0 18864

My (kN-m) 0 0 36042 0 0 34619

Mz (kN-m) 0 0 1296 0 0 1963

Reaction Load
CASE STUDY RESULT - Hull Stool Reaction

RemarksCase-1
(6 Leg-HighStool)

Case-2
(6 Leg-LowStool)

Case-3
(6 Leg-FixedStool)

Case-4
(4 Leg-HighStool)

Case-5
(4 Leg-LowStool)

Case-6
(4 Leg-FixedStool)

Fx (kN) 10763 11583 13203 10724 11074 16405

Fy (kN) 9746 12504 11392 17419 17781 11750

Fz (kN) 32055 36551 35443 26005 29499 27453

Mx (kN-m) 43857 6252 21899 78386 8891 24738

My (kN-m) 48434 5792 42644 48258 5537 42822

Mz (kN-m) 0 0 1296 0 0 1963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6. CASE STUDY 최종 결과 분석-2

2. 지향점

PERFORMANCE APPRAISAL BASED ON MODULE STRUCTURAL BEHAVIOR:

CONFIGURATION MODULE STRUCTURAL BEHAVIOR RATING

CASE-1
(6 LEG-HIGHSTOOL)

1. Static: Not statically determinate
2. Structural behavior: Proper distance flexible structure better behavior under hull deformations 
3. Stress Level: Satisfactory level of stress in the structure 

+++

CASE-2
(6 LEG-LOWSTOOL)

1. Static: Not statically determinate 
2. Structural behavior: Proper distance flexible structure better behavior under hull deformations 
3. Stress Level: High bending stresses at portal frame connections stability diagonals required 

below process deck in both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s to obtain acceptable stress level  

++

CASE-3
(6 LEG-FIXEDSTOOL)

1. Static: Close to statically determinate
2. Proper distance between supports flexible structure better behavior under hull deformations 
3. Higher bending stresses at portal frame connections stability diagonals required below process 

deck in both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s to obtain acceptable stress levels 

+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6. CASE STUDY 최종 결과 분석-3

2. 지향점

PERFORMANCE APPRAISAL BASED ON MODULE STRUCTURAL BEHAVIOR:

CONFIGURATION MODULE STRUCTURAL BEHAVIOR RATING

CASE-3
(4 LEG-HIGHSTOOL)

1. Static: Close to determinate
2. Structural behavior: Long distance Deck beam depth increased 
3. Stress Level: High bending stress in Process deck beams Beam size to be increased 

additionally 

---

CASE-5
(4 LEG-LOWSTOOL)

1. Static: Close to statically determinate
2. Structural behavior: Long distance Deck beam depth increased 
3. Stress Level: High bending stresses at portal frame connections stability diagonals required 

below process deck in both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s to obtain acceptable stress level  

--

CASE-6
(4 LEG-FIXEDSTOOL)

1. Static: statically determinate 
2. Structural behavior: Long distance Deck beam depth increased 
3. Higher bending stresses at portal frame connections stability diagonals required below process 

deck in both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s to obtain acceptable stress levels 

-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6. CASE STUDY 최종 결과 분석-4

2. 지향점

PERFORMANCE APPRAISAL BASED ON IMPACT ON HULL DECK:

CONFIGURATION MODULE STRUCTURAL BEHAVIOR RATING

CASE-1
(6 LEG-HIGHSTOOL)

1. Intermediate supports: higher load / CoG shift greater sensitivity 
2. Load distribution: better distribution of loads on hull side
3. Bearing pad & Stool: increased number of bearing pads and stools 
4. Stool Weight: Heavier stool weight with hull reinforcing 
5. Layout: Free space below process deck 

+

CASE-2
(6 LEG-LOWSTOOL)

1. Intermediate supports: higher load / CoG shift greater sensitivity 
2. Load distribution: less efficient for load transfer – potential fatigue problem 
3. Bearing pad & Stool: increased number of bearing pads and stools 
4. Stool Weight: Lighter stool weight with large hull reinforcing 
5. Layout: Reduced free space below process deck (due to required stability diagonals)

++

CASE-3
(6 LEG-FIXEDSTOOL)

1. Intermediate supports: higher load / CoG shift greater sensitivity 
2. Load distribution: less efficient for load transfer – potential fatigue problem 
3. Bearing pad & Stool: not required by welding 
4. Stool Weight: Lighter stool weight with large hull reinforcing 
5. Layout: Reduced free space below process deck (due to required stability diagonals) 

+++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6. CASE STUDY 최종 결과 분석-5

2. 지향점

PERFORMANCE APPRAISAL BASED ON IMPACT ON HULL DECK:

CONFIGURATION MODULE STRUCTURAL BEHAVIOR RATING

CASE-4
(4 LEG-HIGHSTOOL)

1. Supports: CoG shift less sensitivity 
2. Load distribution: better distribution of loads on hull side 
3. Bearing pad & Stool: increased number of bearing pads and stools 
4. Stool Weight: Heavier stool weight with hull reinforcing 
5. Layout: Larger Free space below process deck 

---

CASE-5
(4 LEG-LOWSTOOL)

1. Supports: CoG shift less sensitivity 
2. Load distribution: less efficient for load transfer – potential fatigue problem 
3. Bearing pad & Stool: increased number of bearing pads and stools 
4. Stool Weight: Lighter stool weight with large hull reinforcing 
5. Layout: Reduced free space below process deck (due to required stability diagonals) 

--

CASE-6
(4 LEG-FIXEDSTOOL)

1. Supports: CoG shift less sensitivity 
2. Load distribution: less efficient for load transfer – potential fatigue problem 
3. Bearing pad & Stool: not required by welding 
4. Stool Weight: Lighter stool weight with large hull reinforcing 
5. Layout: Reduced free space below process deck (due to required stability diagonals) 

-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6. CASE STUDY 최종 결과 분석-6

2. 지향점

PERFORMANCE APPRAISAL BASED ON CONSTRUCTABILITY & INSTALLATION:

CONFIGURATION MODULE STRUCTURAL BEHAVIOR RATING

CASE-1
(6 LEG-HIGHSTOOL)

Constructability: Necessity of large loading beam for transporter moving /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temporary support / larger free space for pipe support installation under the process deck
Installation: Minimized amount of work for installation on hull deck / Slight increase of crane lift weight 
capacity 

++

CASE-2
(6 LEG-LOWSTOOL)

Constructability: narrow free space for pipe support installation under the process deck due to 
required stability diagonals
Installation: Minimized amount of work for installation on hull deck / Increase of crane lift weight 
capacity

-

CASE-3
(6 LEG-FIXEDSTOOL)

Constructability: narrower free space for pipe support installation under the process deck due to 
required bigger stability diagonals
Installation: More work required for installation on hull deck: guiding, adjustments, welding, etc. / 
Increase of crane lift weight capacity

---

CASE-4
(4 LEG-HIGHSTOOL)

Constructability: Necessity of large loading beam for transporter moving /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temporary support / largest free space for pipe support installation under the process deck
Installation: Minimized amount of work for installation on hull deck

+++

CASE-5
(4 LEG-LOWSTOOL)

Constructability: narrow free space for pipe support installation under the process deck due to 
required stability diagonals
Installation: Minimized amount of work for installation on hull deck / Increase of crane lift weight 
capacity

+

CASE-6
(4 LEG-FIXEDSTOOL)

Constructability: narrow free space for pipe support installation under the process deck due to 
required bigger stability diagonals
Installation: More work required for installation on hull deck: guiding, adjustments, welding, etc. / 
Increase of crane lift weight capacity

--



3. 적정 지지구조 선정을 위한 Case Study

6. CASE STUDY 최종 결과 분석-7

SELECTION OF MOST APPROPRIATE MODULE SUPPORTS CONFIGURATION

CONFIGURATION
MODULE 

STRUCTURAL 
BEHAVIOR

IMPACT ON 
HULL DECK

CONSTRUCT 
& INSTALLATION

T/S STR WEIGHT 
IMPACT

HULL WEIGHT 
IMPACT

BRG PAD COST
IMPACT

TOTAL 
RATING POINTS

CASE-1
(6 LEG-HIGHSTOOL) +++ + ++ ++++ - -- +++++++

CASE-2
(6 LEG-LOWSTOOL) ++ ++ - ++ + -- +++++

CASE-3
(6 LEG-FIXSTOOL) + ++ --- +++ + ++ ++++++

CASE-4
(4 LEG-HIGHSTOOL) --- --- +++ - - - ------

CASE-5
(4 LEG-LOWSTOOL) -- -- + -- + - -----

CASE-6
(4 LEG-FIXSTOOL) - - -- --- + ++ ----

4. 결론 및 고찰

Selection of Q'ty of 
Support 6 leg 6 leg 6 leg 4 leg 6 leg or 4 leg 4 leg

Module Support Span Span > 40m 30m < Span < 40m 30m < Span < 40m 30m < Span < 40m 20m < Span < 30m 20m < Span < 30m

Module Weight All weight range W > 3000 2000 < W < 3000 W < 2000 W > 3000 W < 3000

Selection of Support Type High Stool High Stool High Stool Low Stool Fixed Stool

Review of Layout Necessary to large 
free space

Necessary to large
free space

Necessary to large 
free space - -

Review of Module configuration All kind of
Module configuration

All kind of
Module configuration

All kind of
Configuration

All kind of 
Configuration Pancake or 2nd floor

Module Weight W > 3000 2000 < W < 3000 W < 2000 W < 3000 W < 2000

1) Case Study 결과 (Lavacabay Liquefaction Module) – 6 Leg – High Stool이 적정
Type으로 선정 됨 (주 이유: Module Span – 40m, W > 3000ton)

2) Case Study 결과를 이용한 적정 Module Supporting System 제안: 하기 참조
(단, 실제 적용은 Motion 값이나, Hull Deflection 값에 따라 다소 변경의 소지가 있으므로,

Case Study 적용 후 결론지어야 함)



5. 부유식 탑사이드 모듈 지지구조 선정 프로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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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ubstructure for Offshore Wind TurbineSubstructure for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 types
. Jacket             :  Proven solution for oil & gas industry, 

adequate for deep water
. Mono-pile       :  Widely used for offshore wind turbine, 

good for shallow water
. Tripod             :  Alternative solution, a few records
. Floating type  :  Under R&D, deeper water solution

Features of jacket to support offshore wind turbine
. New rules such as Germanisher Lloyd and DNV-OS-J101
. Fatigue loadings from wind turbine and fatigue-sensitive structure
. Natural frequency requirements for wind turbine
. Relatively longer natural period than that of oil & gas jacket
. Specialized analysis tool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wind turbine loadings

Purpose of PresentationPurpose of Presentation

Propose conceptual design methodology for offshore wind turbine Jacket
Show examples for each design steps for offshore str. engineers
Demonstrate how to use SACS software for each analysis

Step Purpose Main activities

In-place AnalysisIn-place Analysis

. To convert nonlinear soil
stiffness into equivalent
linear stiffness 

. Input T-Z, Q-Z, P-Y curves

. Specify load cases for super element creation

. Specify pile model 

Create 
Foundation 

Super Element

. To make an integrated
model including tower,
deck, TP, Jacket and etc.

. Modeling tower, deck, transition piece, jacket
and appurtenance

. Loading for permanent and environmental
Modeling &

Loading

. To generate natural mode
shapes and natural period

. Retaining DOF

. Using foundation super element

. Generating natural shapes and periods
Modal Analysis

. Final analysis for jacket
member check

. DAF estimation based on natural period

. PSI input for nonlinear soil stiffness

. Member strength check, joint can check,
hydrostatic collapse check, etc.

Static Analysis
with PSI using 

DAF

1

. Final analysis for jacket
member check

. Calculating dynamic response by wave

. PSI input for nonlinear soil stiffness

. Member strength check, joint can check,
hydrostatic collapse check, etc.

Static Analysis
with PSI using 

Wave Response

2

2. Methodology (1/2)



Step Purpose Main activities

Fatigue AnalysisFatigue Analysis

. Same as “In-place” . Same as “In-place” except wave loadingSuper Element

. Same as “In-place” . Same as “In-place” except wave loadingModeling & Loading

. Same as “In-place” . Same as “In-place”Modal Analysis

. Stress range calculation
. PSI input for nonlinear soil stiffness
. Stress range calculation using selected waves
and damage equivalent loads from turbine

Static Analysis
with PSI

1

2

. Fatigue damage
assessment

. S-N curve and SCF determination

. Fatigue damage assessment using DAF
Deterministic 

Fatigue Analysis

. Stress range calculation
. Dynamic wave response & PSI
. Stress range calculation using selected waves
and damage equivalent loads from turbine

Static Analysis
with PSI using 

Wave Response

. Fatigue damage
assessment

. S-N curve and SCF determination

. Fatigue damage assessment
Deterministic 

Fatigue Analysis

2. Methodology (2/2)

Modeling & LoadingModeling & Loading

3. In-Place Analysis (1/5)

Modeling

Tower

DeckT. P.

Crane

Boat Landing

Mud mat

Skirt sleeve

Main Loading

Wind

Wave

6 DOF F’s & M’s
at tower top

J-tube

Current

Jacket computer model consists 
of the legs, grouted composite 
section skirt sleeves, horizontal 
and vertical braces. 
Tower model is used for load and 
mass generation and not checked 
for strength 
Appurtenances such as anodes 
are not simulated as non-
structural elements to attract wave 
forces and, instead, load factors 
are introduced to account for 
additional wave loads. 
Boat fender and J-tube are 
modeled to account for wave 
forces.
Specified waves are used for 
foundation super element creation 



Foundation Super ElementFoundation Super Element

3. In-Place Analysis (2/5)

Linearized foundation stiffness matrix is generated at each pilehead to be used by the SACS 
dynamics modules in lieu of a pile stub, pile spring etc. 
SACS creates a coupled three dimensional stiffness matrix for a particular pile group that has 
lateral stiffness properties in both lateral directions along with axial stiffness properties. 

SACS – PSI Input for Super Element

SACS – Soil Property Input

Supper Element As a result, SACS dynsef file is created.

Modal AnalysisModal Analysis

3. In-Place Analysis (3/5)

All the structural elements, dead and live 
loading are used to generate the stiffness and 
mass matrices required for the analysis. 
It is a common engineering practice to retain 
only the degrees of freedom at selective joints 
as master degrees of freedom and the rest as 
slave degrees of freedom. 
In SACS program, the boundary conditions for 
such degrees of freedom are specified with the 
code number ‘2’. Accordingly, the mass and 
stiffness matrices generated using the static in-
place analysis model are reduced or condensed 
to the master degrees of freedom. 
The linearized foundation super element or 
stiffness matrices used for the modal analysis 
were generated from the P-Y and T-Z data by the 
SACS PSI program.
Natural period of the structure should be within 
required period range requested by wind turbine 
operation

1st Mode Shape

Natural Period of 3.891s



Static Analysis with PSI using DAF (Case 1)Static Analysis with PSI using DAF (Case 1)

3. In-Place Analysis (4/5)

The following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DAF) is determined and multiplied to the in-place 
wave loading

T-Z, Q-Z, P-Y curves are used in SACS PSI to take into account nonlinear pile-soil interaction.
Basic load cases include, but not limited to, dead load (rotor, 
nacelle, tower, TP, jacket, pile, etc), anod, buoyancy of anod, deck 
load, seadeck framing, wind, current, wave and loads from wind 
turbine (Fx, Fy, Fz, Mx, My, Mz). All these load cases are 
combined appropriately for checking structural integrity
Required checks include, but not limited to :

- Member unity check
- Joint punching shear check
- Hydrostatic collapse check
- Pile stress & UC check
- Pile capacity check

Member UC  g.t. 0.80

Static Analysis with PSI using Wave Response (Case 2)Static Analysis with PSI using Wave Response (Case 2)

3. In-Place Analysis (5/5)

Analysis procedure

Member UC  g.t. 0.80

Foundation SE Modal Analysis Wave Response Analysis Static  Analysis with PSI

- Super Element - Dynamic Mode Shape
- Dynamic Mass

- Equivalent Static Wave Loading

SACS - Wave Response program module is used to 
compute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jacket subjected 
to wave action including forces due to water particle 
velocities and accelerations.
SACS - Wave Response program is used to generate 
equivalent static loading or modal response factors for 
deterministic extreme wave analysis. Generating the 
equivalent static loading or modal response factors for 
extreme wave analysis requires that hydrodynamic and 
wave data be specified in the Seastate input file while 
analysis and load options are designated in a Wave 
Response input file.
PSI input, basic load cases, required check are same as 
“static analysis with PSI using DAF (Case 1)”.



Modeling & LoadingModeling & Loading

4. Fatigue Analysis (1/3)

Same as “In-place Analysis” except specified wave loading for foundation super element.

Foundation Super ElementFoundation Super Element

Same as “In-place Analysis” except cycle T-Z, Q-Z, P-Y curves are used.

Modal AnalysisModal Analysis

Same as “In-place Analysis”.

Static Analysis with PSI (Case 1)Static Analysis with PSI (Case 1)

Cyclic T-Z, Q-Z, P-Y curves are used in SACS PSI to take into account nonlinear pile-soil 
interaction.
Damage equivalent loads (∆Fx, ∆Fy, ∆Fz, ∆Mx, ∆My, ∆Mz) from wind turbine are applied
Design wave loads with specified wave height, wave period are applied based on deterministic 
approach
Stress ranges are calculated for specified damage equivalent loads of wind turbine and wave 
loads

Deterministic Fatigue Analysis (Case 1)Deterministic Fatigue Analysis (Case 1)

4. Fatigue Analysis (2/3)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DAF) is determined and multiplied to the each wave loadings.
S-N curves and SCF is determined based on Rule requirement.
Number of occurrence of damage equivalent loads of wind turbine is applied for damage 
calculation
Number of occurrence of each waves is applied for damage calculation
Simplistic superposition of aerodynamic and hydrodynamic fatigue loads is conservative and 
used for conceptual design phase.
Fatigue damage is calculated at eight locations on the joint footprint circumference. The hot spot 
stress ranges for damage equivalent loads and each wave were calculated from the SCF and the 
nominal brace stresses. The permissible cycles for that stress range was th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N curve. The total damage is the summation of the damages from damage 
equivalent loads and each wave of the fatigue seastate.



Static Analysis with PSI using Wave Response (Case 2)Static Analysis with PSI using Wave Response (Case 2)

4. Fatigue Analysis (3/3)

Analysis procedure

Foundation SE Modal Analysis Wave Response Analysis Static  Analysis with PSI

- Super Element - Dynamic Mode Shape
- Dynamic Mass

- Equivalent Static Wave Loading

PSI input, Fatigue loads are same as “static analysis with PSI (Case 1)”.
Stress ranges are calculated for specified damage equivalent loads of wind turbine and 
equivalent static wave loads
Stress ranges induced by wave loads include dynamic effect of waves 

Deterministic Fatigue Analysis (Case 2)Deterministic Fatigue Analysis (Case 2)

Same as “Deterministic Fatigue Analysis (Case 1)” except no DAF is required for Case 2.

Vortex Induced Vibration CheckVortex Induced Vibration Check

5. Miscellaneous Design

Legs and braces are checked for in-line motion and cross-flow motion.
Major parameters are Tn, V, Re, Ks.

Accidental Boat Impact AnalysisAccidental Boat Impact Analysis

Design of  Grouted Pile to Structure ConnectionDesign of  Grouted Pile to Structure Connection

On-bottom Stability AnalysisOn-bottom Stability Analysis

Legs and braces are checked for accidental boat impact.
Boat collision energy is absorbed by jacket global deflection, denting 
of a member, elastic & plastic bending of a member.
Impact force is estimated and applied to a jacket member and post 
ship impact analysis is carried out, if needed.

Geometric limitation and allowable axial load transfer are checked.

Mud mat member strength check by reaction pressure
Ground pressure check according to allowable ground pressure



6. Conclusion
A methodology for In-place analysis and fatigue analysis for 
offshore wind turbine jacket-type substructure is proposed 
which is applicable to conceptual design phase.
In-place analysis and fatigue analysis can be carried out with 
DAF application to wave loads or Wave Response analysis
and proper selection of a method should be based on natural 
period of structure.
For fatigue analysis, applying damage equivalent loads from 
wind turbine and deterministic wave loads is proposed. 
Simplistic superposition of aerodynamic and hydrodynamic 
fatigue loads is conservative and is proposed.
Natural period of wind turbine jacket is in general greater 
than 3 sec and thus dynamic effect of wave should be 
precisely evaluated.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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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 TANDEM OFFLOADING 
SYSTEM 사례 및 안전설계

삼성중공업 서울설계센터
전 광 헌

2013.05.23

Ref.) 삼성중공업 Shuttle / FPSO Performance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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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북해 [ North Sea , 北海 ] 

유럽 대륙, 영국, 노르웨이에 둘러싸인 대서양의 연해

UK, North Sea, Norwegian Sea, Barents Sea를 포함

원유 매장량은 230억 배럴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유전구

3/14

EVENT

1975

1982

1986

NOW

북해 최초 원유 export facility : Argyll Field in UK

Single buoy mooring → Conventional Tanker 방식

Shell’s Brent Field, AMOCO’s Montrose Field 등에

유사 방식 적용

Statoil, 최초 DP 셔틀탱커 투입 : Statfjord Field 

→ 시험적 성격이 강했으나 성공적으로 운용

Single buoy facility → Ship shaped FSU/FPSO로 대체

셔틀탱커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
: 북해 offloading의 50% 수준

4/14



Enhanced Oil Recovery(EOR)1) 기술 발전

→ 기존 Mature Field 생산 재개

Tandem Offloading System이 경제적 방법으로 선호

→ FPSO, 셔틀탱커의 수요 증가

원유 수요 증가로 극한 환경조건을 가진 field의 개발 증가

→ 고사양의 셔틀탱커가 요구됨 (쇄빙, DP System 등)

1) EOR(석유회수증진법)

유층에 액체와 가스를 주입해서

오일 점도를 낮추어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1차회수 또는 2차회수 후

추가적으로 생산 할 때 사용

0%

20%

40%

60%

80%

100%

UK Norway

%
 o

f O
f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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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Taut Hawser
DP

[Chart 1] 북해 지역 Offloading 현황

Barents Sea
Emerging shuttle region

Norwegian Sea
Existing shuttle region

North Sea
Existing shuttl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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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dem Offloading

DP2 셔틀탱커

DP2 셔틀탱커를 통한 Tandem Offloading 선호

일반 탱커선 및 DP1 셔틀탱커는 Tug boat 를 통해

Taut hawser mooring 방식 이용

Tandem Offloading

Taut Hawser Mooring 

by DP1 셔틀탱커

Others

Pipeline & Buoy 

based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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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 Tandem Offloading시 평균 이격 거리 : 70~80m

→ 거친 환경조건, 기술적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Surge, DP failure, Drive off 등에 의한 충돌위험 존재

[Chart 2] 북해 지역 Offloading 평균 이격 거리 당 Field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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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failure

PRS failure

CPP failure

Drive off

Engine failure

Technical Failures

Operator Error

Manually drive off

Rapid wind change

Current

Wave

Human Errors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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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8월, Schiehallion Field에서 FPSO와 셔틀탱커 충돌

→ Offloading hose 손상으로 약 5개월 간 원유 생산 중단

Offloading 과정에서의 충돌은 F(P)SO 선미부의 손상 야기

→ 2.4knot(approach speed)로 충돌 시 충격에너지 : 최대 100 MJ 이상

→ 심한 경우 기관실 침수 또는 Flare tower 손상 가능한 수준

북해 Offloading 관련 대표 사고 사례
Emerald FSU: Impact by shuttle tanker Navion Clipper, UK, 28.02.1996
Gryphon FPSO: Impact by shuttle tanker Futura, 26.07.1997
Captain FPSO: Impact by shuttle tanker Aberdeen, 12.08.1997
Schiehallion FPSO: Impact by shuttle tanker Nordic Savonita, 25.09.1998
Norne FPSO: Impact by shuttle tanker Knock Sallie, 05.03.2000
Njord FSU: Impact by shuttle tanker, 13.11.2006

NJORD FSU Schiehallion FPSO Gryphon FPSO Captain FPSO

9/14

※ Reference : UK HSE Research Report 113

FPSO/ST Tech 

& Design (M)

Human Error 

(H) 

Environment 

(E)

디자인, 기술적 결함이 가장 큰 사고 원인

→ DP Failure, PRS Failure, Drive-off 등

Human Error에 의한 오작동

→ Operator Error, Drive-off by human error 등

26%
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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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FPSO / 
Shuttle

Answer
UKS 

/ 
NCS

위

치

‘Passive weathervaning’ or 

‘Active heading control‘? 
FPSO

북해, 아일랜드해

Passive weathervaning 적용

Atlantic Frontier /조류가 강하고 거친

환경 조건

Active heading control 적용

UK 

Positioning Capacity

(Surge/heading control)

FPSO/

Shuttle

Surge and Heading control 이 필수적

(PSA’s activities regulations)
NCS

운

영

’DP Shuttle Tanker’ or 

‘Taut Hawser Operation’
FPSO

Central North Sea / 기타 지역

Weather window 기간(Calm sea)에

Taut hawser 적용

UK지역 또는 거친 환경 조건

DP Shuttle Tanker 적용

UK

11/14

Check Point
FPSO / 
Shuttle Answer

UKS / 
NCS

설

계

F(P)SO

Pumping Rate and 

Hose Size

FPSO

CAPEX/OPEX 최소화 방안

- CAPEX : pump, hose, pipe 등 사이즈 최적화

- OPEX : Offloading 시간 단축

→ hose 손상 및 충돌 위험 감소

UK

F(P)SO 

Storage Capacity
FPSO

Onboard Storage Volume 

- 충분한 export 용량 + buffer margin 

(악천후 또는 탱커 지연 도착 대비)

UK

Powered Hose Reel 

Capacity
FPSO

10분 이내 속도

(with  spooling gear or hose guide on drum space)

Drum에 hose 전체 길이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함

NCS

Hose Handling Crane: 

Hose Handling 
FPSO Hose handling에 적합하도록 crane 위치 선정 NCS

Hawser Winch Speed FPSO
30 ~ 50 m/min  또는 10분 이내

(with automatic spooling gear)

NCS
UK

Hawser Length FPSO 안전거리 : 100 m NCS

Hose Length / Type FPSO
길이 : 일반적으로 Hawser 길이의 1.5~2.0배 (80m 이상)

Type : Submerged Type / Floating Type
UK

12/14



북해 Offloading  역사 및 시장 중요성

북해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

거친 환경 조건 (Harsh Environment)

Offshore Offloading System  안전 설계

EOR 기술 발전 및 Marginal Field 개발 Shuttle/FPSO Solution 채택

• Weathervaning Control

• DP Control System

• FPSO Storage Capacity

• Hose and Hose reel specification

안전설계 고려의 필요성

13/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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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브라질 석유/ 천연가스 보유 및 개발 현황

2
• Petrobras의 투자 계획 및 조선/해양 시장 예측

3
• Local Contents 자국 건조주의와 타사 진출 현황

4
• 브라질 현지 조선소 현황 및 규모

5
• 브라질 조선/ 해양 시장 전망

1 브라질 석유/ 천연가스 자원 보유 및 개발 현황

6

브라질 대서양 근해 석유 매장량 및 일일 생산량

최근 5년간전세계에서 발견된심해유전의 62%가

브라질해역임.



1 브라질 석유/ 천연가스 자원 보유 및 개발 현황

7

10년간 oil 일일 생산량 변동 추이

1 브라질 석유/ 천연가스 자원 보유 및 개발 현황

8

브라질 Pre-salt 유전 (심해저 암염하층)은 약 100bn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규모는 쿠웨이트, 러시아와 비슷한 규모의

산유국으로 부상시킬 만한 양임.

Pre-salt 광구 단면도



1 브라질 석유/ 천연가스 자원 보유 및 개발 현황

9

브라질 인근 해역의 광구 Location

2 Petrobras의 투자 계획 및 조선/해양 시장 예측

10

Petrobras의 비즈니스 투자 계획



2

11

Investments in Brazil Promote the Naval and Offshore Industry 
(Plan 2012-2016)

Petrobras의 비즈니스 투자 계획

Petrobras의 투자 계획 및 조선/해양 시장 예측

2

12

대형 심해유전 개발을 위해 Petrobras는 2020년까지 해양설비

대규모 확충이 요구됨. (예상 규모: 시추 75기, 생산 83기)

ㆍ향후 FPSO 개조 등 생산설비 19기 발주 전망

구 분 ∼'11년말
'12∼
'16년

'17∼
'20년 합 계

발주예상 (억불)

시 추

생 산

26

45

24

19

25

19

75

83

-

19

-

133

합 계 71 43 44 158 19 133

해양사업 시장 규모('12∼'20년) : 총 634억불 예상

Petrobras의 투자 계획 및 조선/해양 시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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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업 시장 규모('12∼'20년) : 총 285억불 예상

• Petrobras 및 Transpetro 보유 선대 현대화 및 확장을

추진하는 EBN, PROMEF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조선소

에 82척 발주

ㆍ2020년까지 중소형 일반선 139척, 셔틀탱커 등 57척

발주 전망

ㆍ Petrobras는 해양지원선(OSV) 568척(135억불)을

확보 할 계획으로 향후 128척 (75억불) 발주 예상

2 Petrobras의 투자 계획 및 조선/해양 시장 예측

14

Petrobras의 향후 조선/해양 시장 규모

2 Petrobras의 투자 계획 및 조선/해양 시장 예측



3 Local Contents 자국 건조주의와 타사 진출 현황

15

• 브라질은 자국 조선/해양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한 Local 

Contents 규정을 적용하여 브라질 자국 내 건조를 원칙으로 함.

• Kepple, Jurong 등은 현지 조선소 투자를 통해 Petrobras의

대규모 시추설비와 생산설비를 수주한 반면 한국 대형 3사는 수주

가 쉽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수행이 열악한 브라질 조선소들의 조건으로

볼 때 과거 발주 선종들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Petrobras의 투자계획을 자국내 건조로 만으로 달성하기 불가능

하여 추후 한국 3사에게 기회가 되돌아 올 것이라는 예측도 분석

투자시장에서 나오고 있음.

16

PROMEF 프로그램에 따른 Ships 확보 계획 (49척)

3 Local Contents 자국 건조주의와 타사 진출 현황

Petrobras 및 Transpetro 보유 선대의 현대화 / 확장 PROMEF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자국 조선소에 49척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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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bras가 2020년까지 확보할 시추설비 75기 중 자국
발주 물량은 33기임.

시추설비(자국 물량) 발주 현황

발주처 선 종 조선소

Sete
(28)

드릴쉽
(22척)

EAS 7척

EJA(Jurong) 6척

Paraguacu 6척

ERG( Ecovix) 3척

리 그
(6기)

BrasFELS (Keppel) 6기

Ocean Rig
(5)

드릴쉽
(5척)

-2척은 Maua 조선소, 3척은
신규 조선소(건설 계획 中)

3 Local Contents 자국 건조주의와 타사 진출 현황

18

동종사 진 출 현 황

Keppel(싱)

- '00.3月, PEM Setal과 합작사 설립(지분 60%)

- '02年 합작법인 지분 100% 취득

- '12.2月, SETE 드릴링 리그 건조 계약(6基)

·1基 本 계약(809百万弗), 5基 LOI 체결(41億弗)

- '12.7月 Petrobras FPSO T/S 2基 Integration 계약

- '12.8月, SETE 드릴링 리그 5基 本 계약 체결

Jurong(싱)

- '01年, Maua 조선소 지분 참여(35%) 後 '07年 철수
- '08.10月, 이스피리토州에 조선소 건립 발표
- '10.11月, 건설 本 승인 得
- '11.12月, 조선소 着工 ['13.12月 완공 계획]
- '12.2月, SETE 드릴쉽 건조 계약(6隻)
·1隻 本 계약(792百万弗), 5隻 LOI 체결

- '12.7月, Petrobras FPSO T/S 2基 Integration 계약
- '12.8月, SETE 드릴쉽 5隻 本 계약 체결(40億弗)

3 Local Contents 자국 건조주의와 타사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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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cal Contents 자국 건조주의와 타사 진출 현황

Offshore 설비회사의 브라질 투자 현황

4 브라질 현지 조선소 현황 및 규모

20

Main Shipyard and Construction Sites

현재 브라질에는 26개 조선소가 운영 中

연간 조립양은 총 52만 톤으로 리오 州에 55% 집중



4 브라질 현지 조선소 현황 및 규모

21

22

현재 브라질에는 정부의 자국 조선/해양 산업 부흥 정책에 따라 13건의
조선소 투자가 발표되어 진행 中임.

지 역 조선소명
투자액

(百万弗)

북동부
(6)

페르남부코
STX Promar
Construcap
MPG Shipyard

150
125
566

바히아
Paraguacu
GDK

1,110
100

알라고아스 EISA Alagoas 830

남동부
(5)

리우
OSX
Sao Miguel
Alianca

1,700
29
22

이스피리토 EJA 550

상 파울로 Willson Sons 44

남부(2) 리우그란데두술
EBR
Wilson Sons

696
146

합 계 (13) 5,923

4 브라질 현지 조선소 현황 및 규모



4

Petrobras의 지역별 투자계획

23

브라질 현지 조선소 현황 및 규모

24

4

Petrobras의 지역별 투자계획

브라질 현지 조선소 현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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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라질 조선/해양 시장 전망

Kepple, Jurong 등 싱가포르 업체들은 과감한 현지 조선소 투자

를 통해 100억불 규모의 Petrobras 대규모 시추/ 생산설비를 수주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브라질 현지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약 60%이상에 달하는

인력 및 자재를 브라질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Local Contents 규

정을 맞추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이를 보면 앞으로도 지속 될 브라질

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책 및 Local Contents 규정에 따라 현지 조

선소 투자가 없으면 수주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보여진다.

아직까지는 브라질의 정치적, 사회적인 불안정과 브라질 경제의 지

속적인 성장이 모호한 상황에서 브라질 시장에 과감한 설비와 인력

투자를 하기엔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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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라질 조선/해양 시장 전망

브라질이 초심해 암염하층에 위치한 대규모 유전 개발을 위한 천문

학적인 개발 필요 비용은 Petrobras와 민간기관이 추정하는 비용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 수행이 열악한 브

라질 조선소들의 조건으로 볼 때 과거 발주 선종들의 인도가 지연되

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도 Petrobras의 투자 계획을 자국내 건조

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가 되돌아

올 것이라는 예측도 현재 투자 분석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회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늦춰진다면 추후에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2인자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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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라질 조선/해양 시장 전망

브라질 대서양 인근의 대형 심해유전의 매장량과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일일 석유생산량으로 볼 때 앞으로 머지않아 브라질은 세계 메

이저 대형 산유국 랭킹에 들어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브라질의 큰 시장을 실패 없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으로 브라질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현지조선소 투자나 Joint 

Venture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등 Local Contents 규정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브라질 조선/ 해양시장 뿐 아니라 바이오 디젤, 사탕수수로 대

표되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Blue Ocean 창

출 및 신사업 발굴에 눈을 돌려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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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roject Prime Mover Electric Power per Unit 
[MW] Duty

E** FPSO Gas Turbine 24 4 x 33%

I** CPF Gas Turbine 25 3 x 50%

I** FPSO Gas Turbine 25 3 x 50%

D** PF Gas Turbine 30 1 x 100%

M** FPU Gas Turbine 32 3 x 50%

B** CPF Gas Turbine 34 3 x 50%

A** Spar Gas Turbine 19 1 x 100%

U** PF Gas Turbine 21 3 x 50%

P** FPSO Dual Fuel Diesel 
Engine 17.5 6 x 20%

F** FPSO Dual Fuel Diesel 
Engine 11.4 5 x 25%

Main Power Generator Prime Mover 적용 예
(Gas Turbine vs. Dual Fuel Diesel Engine)

Comparison Study

Efficiency

Fuel Flexibility

Case Study

Layout & Installation

Operating Expenses - Maintenance

Operating Expenses - Fuel



Fuel Flexibility

Natural Gas MDO MGO HFO Crude Oil

DFDE O O O O •Note (1)

GT O X O X •Note (1),(2)

•Note (1) : Crude Oil Treatment System 필요
•Note (2) : SGT-500 등 일부 Model만 가능

Natural Gas Fuel
[MW]

Liquid Fuel
[MW] Remark

DFDE 15.2 15.2 Wartsila 16V50DF
GT 36 31.2 Siemens SGT-700

Fuel Flexibility 및 Fuel에 따른 Output Power 비교

Fuel Flexibility  비교

Output Power 비교 •ISO Condition

Efficiency

Dual Fuel Diesel Engine Gas Turbine
Fuel 100 % Fuel 100 %

DF Engine & Auxiliary Power 48 % GT & Auxiliary Power 44 %

Alternator 97 % Alternator 97 %

Electric Power Efficiency 46.6 % Electric Power Efficiency 42.7 %

Prime Mover Efficiency 와 System Efficiency 비교

4 set x 33% (SGT-500) + WHRU4 set x 33% (18V50DF) + WHRU + Fired Heaters



Operating Expenses - Maintenance

DFDE GT+WHRU

Maintenance 주기

* DFDE
6000 hr(Injection Valve) ~ 

36,000hr(Camshaft Bearing) 
Inspection or Overhaul Interval 

* GT 
Two minor & One Major
Overhaul Interval (During 20yr)

Operating Expenses Comparison

Operating Expenses - Fuel

Heat Rate Cost(USD/MWh)
GT (GE LM2500+) 9,291 kJ/kWh 73
DFDE (Wartsila 50DF) 7,260 kJ/kWh 55
DFDE (MAN 51/60DF) 7,260 kJ/kWh 55

Gas mode operation

•1 Btu = 1.054kJ
• Price for F-BOG : 8.3 USD/mmBTU
• Price for DMA : 980 USD/ton
• LHV of DMA : 42.7 MJ/kg

Heat Rate Cost(USD/MWh)
GT (GE LM2500+) 9,415 kJ/kWh 216
DFDE (Wartsila 50DF) 7,942 kJ/kWh 182
DFDE (MAN 51/60DF) 7,857 kJ/kWh 180

Diesel mode operation



Case Study

GTG
( 4 set x 33% )

Per 
Unit

DFDG
( 5 set x 25% )

Per 
Unit Remarks

Total Output (MW) 82.89 27.6 66.00 16.5 * GTG : 22.89 MW 초과
* DFDG : 6 MW 초과

Total Weight (ton) 1,304 326 1,575 315 (-) 271

Total Price (%) 100 % - 72 % - -

WHRU 미포함 WHRU, Fired Heater 미포함

GTG
( 4 set x 33% )

Per 
Unit

DFDG
( 6 set x 20% )

Per 
Unit Remarks

Total Output (MW) 82.89 27.6 82.5 16.5 * GTG : 3.89 MW 초과
* DFDG : 3.5 MW 초과

Total Weight (ton) 1,304 326 1,890 315 (-) 586

Total Price (%) 100 % - 97 % - -

WHRU 미포함 WHRU, Fired Heater 미포함

Case 1 : Required Electrical Power 60 MW 

Case 2 : Required Electrical Power 79 MW 

•GTG : LM2500+ 기준
•DFDG : 18V50DF 기준

Layout & Installation

Gas Turbine Generator

Dual Fuel Diesel Generator _ Case 1

GTG -> DFDG 변경 설치 시

1. 설치면적 감소
2. 상부 Deck 활용 가능
3. 다양한 배치 가능

Layout & Installation 비교

Dual Fuel Diesel Generator _ Case 2



Conclusion

대부분의 Offshore Project에서는 Main Power Generator의 Prime Mover로

Gas Tu rb ine이 주로 쓰이고 있으나 운전조건 /설치조건에 따라서

Dual Fuel Diesel Engine을 사용한 Dual Fuel Diesel Generator를

적용하는 것도 장비의 구매가격 측면이나 상대적으로 좋은 장비효율 ,

그리고 다양한 장비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사항이다 .

최근 Offshore Project에서 Dual Fuel Diesel Generator가 적용된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Dual Fuel Diesel Generator가 적용된 Offshore Project가

발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시점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정하고

최적의 장비구성을 통하여 가능한 각 장비의 구매단가를 낮추고

설치공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본 발표를 통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Q&A



레저선박의 CE RCD인증 기반 
조선공학적 검토(ISO 12217)를 위한 설계변수 분석 및 사례연구

이창우*
․염덕준**

․오대균***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군산대학교 조선공학과, ***목포해양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A Study on Design Variables for Automated Design Review 

according to ISO 12217 on Early Design Stage of Pleasure Yachts
Chang-Woo Lee*, Deuk-Joon Yum** and Dae-Kyun Oh***

**Graduate School,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Korea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Korea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Korea

   
KEY WORDS: 레저선박 Pleasure yacht, 유럽레저선박인증 CE RCD, ISO 12217 국제표준 12217, 설계변수 Design variable

ABSTRACT: CE RCD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is the European Directive that defines the standards for the design, construction and 
quality of recreational crafts, including leisure boats shorter than 24 meters. Pleasure yacht manufacturers and importers must get CE RCD 
Certification in order to construct pleasure yachts in EU or import them into EU, and the situation is same with every country that authorizes 

CE RCD. CE RCD is based on about 40 ISO standards, and about 10 of them are related to naval architecture. Especially, ISO 12217 is the 
regulation related to buoyancy and stability,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at early design stage of yachts. However, even with 
knowledge about naval architecture, it is not easy to perform stability assessment according to ISO 12217. This research defined design variables 

that enable the consideration of stability assessment according to ISO 12217 in advance at early design stage. For this, an analysis was also 
carried out on the RINA Pleasure Yacht verification check list DIPCE13, a technical documentation based on ISO 12217 and ISO 12217. In 
addition, the defined design variables were used to develop a prototype S/W that can estimate the principal dimensions and particulars of 

designed ships. The achievement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the outcome of early design stage with an environment that allows the 
easier utilization of buoyancy and stability assessment according to ISO 12217.

1. 서    론  

CE RCD(Recreational Craft Directive)는 24미터 미만의 레저

선박을 포함하는 해양레저기구의 설계와 생산 그리고 품질에 대

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는 유럽공동체 EU의 지침이다. 유럽공동

체는 물론이고 CE RCD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레저선박을 개발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 인증마크를 획득해야한다. CE 

RCD는 약 40여개의 ISO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조

선공학과 관련된 표준은 약 10여개 정도 이며, 특히 초기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력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 표준이 ISO 12217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설계단계에서 미리 ISO 12217에 따른 부

력과 안정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 설계변수를 도출하였다. 초

기설계단계에서부터 ISO 표준에 따라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설

계결과에 대한 국제규정 수준의 설계검증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설계변수 정의를 위해 ISO 12217과 국제선급 규정의 레

저선박 안정성 평가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선의 주요

요목 추정 설계도구를 정의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활용한 사

례연구를 통해 그 효용성을 보이고자 한다.

2. 국제규정에 따른 레저선박 안정성 평가

ISO 12217(ISO, 2002a)은 소형선박의 부력과 복원성에 대한 

평가 규정으로써, 선박의 하중상태 및 형상에 따라 해수유입

(downflooding) 개구, 편심하중시험(offset-load test) 그리고 파

도 및 바람에 의한 횡요저항(rolling resistance to wave and 

wind)을 고려한 복원성에 대한 평가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 

ISO 12217은 선박의 길이와 추진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

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ISO 12217-1 6m≦LH≦24m Non-sailing boats

- ISO 12217-2 6m≦LH≦24m Sailing boats

- ISO 12217-3 LH≦6m Boats

CE RCD 설계인증 입급업무를 하고 있는 유럽의 선급에서는 

ISO 12217에 기반 하거나 혹은 강화된 자체규정을 통해 레저선

박의 부력과 복원성 등 안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미터 이상의 비범주형 보트(non-sailing boat) 

표준 ISO 12217-1과 이에 기반 한 이탈리아선급(RINA)의 비범

주형 보트의 안정성 평가 기술문서인 'RINA Pleasure Yacht 

Verification Check List DIPCE 13'(RINA, 2011)을 중심으로 레

저선박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설계변수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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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되는 주요치수 및 하중상태에 대한 표준은 ISO 8666(ISO, 2002b)에 따랐다.

Table 1 Items for tests, calculations and requirements of offset-load test and downflooding according to ISO 12217-1

Item Design
Category Demand value

Downflooding

Downflooding
openings A, B

1.Have all appropriate downflooding openings been identified?
2.Do all closing appliances satisfy ISO 12216?
3.Opening type appliances are not fitted below 0,2 m above 
waterline unless they comply with ISO 9093 or ISO 9094?
4.Are all openings fitted with closing appliances? (Except openings 
for ventilation and engine combustion)

Downflooding
height
(hD(R))

A, B

Using 
figure 

Basic
(requirement)

Using figure 
(LH/17)

Reduced value for 
small openings

If  combined clear area(mm2) 
< 50LH

2 [at within the aft LH¼]
(Basic x 0.75)

by annex A A : 0.5~1.41
B : 0.4~1.41

Downflooding
angle
(ΦD(R))

A > ΦO+25˚ or 30˚
use whichever is the greater
(if ratio of mLDC/mMOC>1.15, 

mLDC & mMOC assessed)

B > ΦO+15˚ or 25˚

Offset-load 
test

Offset-load 
heel angle

(ΦO(R))
A, B <

ISO 12216 : Windows, portlights, hatches, deadlights and doors - Strength and watertightness requirements
ISO 9093 : Seacocks and through-hull fittings
ISO 9094 : Fire protection

Table 2 Items for tests, calculations and requirements of resistance to waves and wind according to ISO 12217-1

Item Design
Category Demand value

Resistance 
to waves 
and wind

Downflooding
calculation
(Φ - deg)

A, B
Downflooding angle(ΦD) or Angle of vanishing 

stability(ΦV) or 50˚, 
whichever is the least(using annex D) 

A2/A1 > 1

Heeling moment due 
to wind

(MW - N·m)

A

ALV: Windage area

vW = 28m/s

B vW = 21m/s

Assumed roll angle
(ΦR)

A 25+20/VD VD = 
displacement(m3)B 20+20/VD

Maximum righting 
moment occurs at a 

heel angle of 30˚
(N·m)

A
Case � 25kN·m <

Case � 750/ΦGZMAX kN·m <

B
Case � 7kN·m  <

Case � 210/ΦGZMAX kN·m <

Maximum GZ occurs 
at a heel angle of 30˚

(m)

A
Case � 0.2m <

Case � 6/ΦGZMAX m <

B
Case � 0.2m <

Case � 6/ΦGZMAX m <

23.0 W
WL

LV
LVW vT

L
AAM ⎟⎟

⎠

⎞
⎜⎜
⎝

⎛
+=

Case � : Maximum righting moment occurs at a heel angle of 30˚ or more 
Case � : Maximum righting moment occurs at a heel angle of less than 30˚

MW

ΦR

Φ

A2

A1



Table 3 Design variables for tests, calculations and requirements of downflooding, offset-load, resistance to waves and wind

Item

Resistance to waves and wind

Heeling moment due to wind LWL, BH, T, mMOC, mLDC O

Assumed roll angle VD, mMOC, mLDC x

Maximum righting moment occurs 
at a heel angle of 30˚ mMOC, mLDC O

Maximum GZ occurs at a heel 
angle of 30˚ mMOC, mLDC O

Item Design variable CAD model

Downflooding

Downflooding
openings LH, BH, FM, T O

Downflooding
height LH, BH, FM, VD O

Downflooding
angle LH, BH, mMOC, mLDC O

Offset-load test Offset-load heel angle LH O

Principal Particulars according to ISO 8666 & 12217-1
Input Data

Calculation Data

Hull Length(LH) : 15.91 m

Principal Particulars
Item Unit Linear Equation
LH m 15.910 
LWL m 13.794 y=0.9739x  -1.7008 L -> B : 4.752 
BH m 2.590 y=0.179x +-0.2581 B -> D : 2.571 
DLWL/2 m 4.752 y=0.2381x +0.9634 B -> d : 0.773 
T(at mLDC) m 0.786 y=0.037x +0.1978 L -> D : 2.590 
BH/DLWL/2 - 1.848 y=-0.0412x +2.5038 D -> d : 0.779 
BH/T - 6.145 y=0.0097x +5.9911 L -> d : 0.786 
DLWL/2/T - 3.326 y=0.0812x +2.0345
mLCC kg 15201 y=3429.797x -39366.963
mLDC kg 18379 y=3835.0388x -42636.8555

Input Data Design Ship Principal Particulars
Item Unit Item Unit
Crew Limit - 12 LH m 15.910 
Crew Limit(weight) kg Crew Limit*75kg 900 LWL m 13.794 
Persnal effect kg 250 BH m 4.752 
Minimum Crew - LH≤8m: 1, 8m<LH≤16m: 2, 16m<LH≤24m: 3 2 DLWL/2 m 2.580 
Minimum Crew(weight) kg Minimum Crew*75kg 150 FM m 1.801 
Safety equipment kg not less than (LH-2.5)2 179.8281 T(at mLDC) m 0.779 
Fuel oil kg 1530 mMOC kg 15987 
Fresh water kg 300 mLDC kg 18637 

Loading Condition VD(at mLDC) m3 18.183 

Item Unit

mLCC(+3%) kg 15657 

mMTL kg Payload(Crew Limit+Persnal Effect)
+ Liquid(Fuel Oil+Fresh Water) 2980 

mL kg Minimum Crew + Safety Equipment 330 

mMOC kg mLCC + mL 15987 

mLDC kg mLCC + mMTL 18637 

Fig. 1 Definition of design variables using principal particular estimation S/W

3. 안정성 평가를 위한 설계변수

3.1 국제선급규정에서의 안정성 평가

ISO 규정에 따른 안정성 평가는 앞서 기술한대로 3가지의 사

전 정의를 통해 이뤄지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수유입(Downflooding) 확인

설계범주에 따른 해수유입과 관련된 오프닝(opening)의 규격, 

해수유입 높이(downflooding height, hD(R))와 각도

(downflooding angle, φD(R))등에 대한 정의

(2) 편심하중시험(Offset-load test)

편심하중시험을 통해 편심하중 횡경사각(φO)을 도출

(3) 파도 및 바람에 의한 횡요저항 계산



설계범주에 따른 파도 및 바람에 의한 횡요저항(Resistance to 

waves and wind) 계산, 횡요저항에 영향을 받는 선박의 단면

적, mLDC/mMOC 비율에 따른 평가방안 정의

각 과정에서 정의되는 항목과 평가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Table 2와 같으며, 이렇게 정의된 항목을 바탕으로 Table 4의 기

준에 따라 설계선의 안정성 평가가 수행된다.

Table 4 Criteria of righting moment according to design 

category

Item
Design 

Category
Demand value

Resistance 
to waves 
and wind

Rolling 
resistance in 
beam waves 

and wind

A, B A2>A1

Resistance 
to waves
(at 30°)

A

GZ 0.2m≤

Righting
moment

25kN·m≤

B

GZ 0.2m≤

Righting
moment

7kN·m≤

3.2 안정성 평가를 위한 주요 설계변수

Table 3은 3.1에서 정리한 해수유입, 편심하중시험 및 횡요저

항 계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 설계변수를 정리하여 보이고 

있다. 설계선의 주요요목 추정과 초기설계 시에 Table 3에서 정

리한 주요 설계변수를 중심으로 요목정의가 이뤄진다면, ISO 

12217에 따른 안정성 평가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4. 사례연구

4.1 주요 설계변수의 정의

설계선의 주요요목 추정 설계도구를 정의하여 사례 설계선

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주요 설계변수를 도출하였다(Fig. 1).

정의된 주요요목을 바탕으로 Fig. 2와 같은 선형을 정의하였

으며, 주요배치정보 및 상부구조물 정보를 생성하여 해수유입, 

편심하중 및 횡요저항 정보를 산출하였다(VCG=1.5m, φD=50°).

Fig. 2 Hull form of design ship

4.2 설계선의 안정성 평가

4.1에서 정의한 설계변수를 바탕으로 설계선의 안정성 평가

를 수행하였으며, Fig. 3은 설계범주에 따른 횡요저항을 고려한  

복원모멘트곡선을 보이고 있다.

Fig. 3 Righting moment curve considering rolling resistance of 

design ship according to design category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SO 12217에 따른 안정성 평가를 위한 설계변

수를 단계별로 정리하였고, 초기설계단계에서 주요요목 추정 시 

이를 고려하기 위한 주요 설계변수를 도출하였다. 정의한 주요 

설계변수를 포함하는 주요요목 추정 설계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안정성 평가 사례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하

였다.



후    기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CFRP 소재

의 고급 크루즈 보트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히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2a). ISO 

12217-1 : Small craft - Stability and buoyancy 

assessment and categorization - Part 1: Non-sailing boats 

of hull length greater than or equal to 6 m, ISO, 

Switzerl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2b). ISO 

12217-1 : Small craft – Principal data, ISO, Switzerland

RINA(REGISTRO ITALIANO NAVALE) (2011). 

VERIFICATION CHECKLIS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EN ISO 12217-1 and AMENDMENT 

1:2009 - STABILITY AND BUOYANCY ASSESSMENT 

AND CATEGORIZATION: NON SAILING BOATS OF 6 

METRES LENGTH OF HULL AND OVER, RINA,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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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FRP composites have been often used as materials of a light weight hull. As CFRP composites are not only making a 
hull light weight but also having good physical characteristics, in leading countries of the marine industries, CFRP yachts are being sold at a 
higher price.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FRP composites yachts including CFRP have to follow rules based on ISO 12215 such as hull 

structure rule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ocieti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rules related with CFRP composites to the Guidance 
for Recreational Crafts revised newly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n this paper, ISO 12215-5 and Part B, RINA Pleasure Yacht(REGISTRO 
ITALIANO NAVALE) on design pressure and scantlings of CFRP hull structures a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we try to understand how to design CFRP hull structures us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ules.

1. 서    론 

CFRP는 경량선체 제작이 가능하며, 동시에 뛰어난 물성을 가

지고 있어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선박의 경량선체 소재로써 사용

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화려한 외관 디자인의 CFRP 크

루즈 보트가 GFRP 레저선박보다 매우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Fig. 1), 초경량 선체설계를 통한 고성능 CFRP 고속정은 군사 

목적으로 특수 제작되어 납품되기도 한다.

Fig. 1 57ft CFRP Cruise Boat of WALLY(CE RCD Certification/ 

Design Category B)

CFRP를 선체재료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계는 일반적으로 

TC188에서 정의한 ISO 12215에 따르고 있으며, 국제선급들은 

이에 기반 하거나 혹은 자체규정을 통해 설계에 대한 인증을 하

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CFRP 선체 재료에 따른 구조설계 

규정이 레저선박 설계지침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FRP 레저선박의 선체설계를 위한 국제규정

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ISO 12215-5와 이탈리아

선급의 레저선박 선체설계 규정으로 하였으며, 각 규정의 선저

부 충격압력과 판부재 두께 추정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

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의한 설계선의 구조에 대하여 각

각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CFRP 레저선박의 선

체설계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2. 레저선박 구조설계 국제규정 

유럽공동체 등에 레저선박의 제작 및 수출을 위해서는 ISO 

표준에 따라 설계 및 건조해야 하며, 이에 기반 한 설계건조 인

증인 CE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선체 소재에 따른 충격압력 및 

치수설계에 대한 정의는 ISO 12215-5에서 다루고 있으며, CFRP

에 대한 구조설계 또한 이 표준에 따른다. 프랑스선급, 이탈리아

선급, 영국선급 등 국제선급에서도 레저선박에 관한 규정들을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두고 있으며 CE RCD 인증과 관련된 입급업무도 수행하고 있

다. 최근 개정된 한국선급의 레저선박 지침(한국선급, 2011) 또

한 ISO 12215에 기반하고 있지만 선체 재료에 있어서, CFRP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자들에 의해서 CE RCD 인증을 위한 국제규정 분석

(이찬재와 이희준, 2010)이 수행된 바 있고, ISO 표준 및 국제선

급 규정에 나타난 충격압력에 대한 분석(이준, 2011)도 수행된 

바 있으나, 파워보트 혹은 소재에 따른 분석 특히 CFRP 선체소

재에 따른 국제규정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CFRP 레저선박 선체설계를 위한 국제규정 분

석대상을 ISO 12215-5(ISO, 2008)와 이탈리아선급의 레저선박 

선체설계 규정(RINA, 2009)으로 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이탈리

아선급의 경우 레저선박 CE RCD 인증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급규정 중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3. 선저부 충격압력과 판부재 두께 추정

ISO 12215와 RINA Pleasure Yacht Part B는 선체 소재에 따

른 충격압력과 선체구조의 치수추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선체

구조의 경우 선저부, 선측부, 데크, 상부구조물 등 구조부재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두 

규정의 선저부 충격압력과 판부재에 대한 요구두께 추정 규정을 

비교분석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Table 1 Comparing design pressure in ISO 12215-5 and RINA Pleasure Yacht Part B

Table 2 Comparing required thickness in ISO 12215-5 and RINA Pleasure Yacht Part B



Fig. 2 Plating-scantling process of ISO 12215-5 including material property and design pressure

Fig. 3 Plating-scantling process of RINA Pleasure Yacht Part B including material property and design pressure



3.1 선저부 충격압력 추정 규정 비교

충격압력은 선체에 작용하는 설계압력의 추정과 이를 보정하

기 위한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ISO 12215-5와 RINA 

Part B의 충격압력 추정법을 비교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설

계압력 추정은 두 규정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

히 RINA Part B의 경우 선저부의 경사각에 대한 고려를 종방향 

위치에 따라 감안해주고 있다. ISO 규정의 경우에도 선저경사각

에 대한 고려가 있으나, 이는 기본 설계압력 추정 시에 선체중

앙부(0.4LWL) 측정값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RINA 규정

의 경우 흘수선에서 압력 측정점까지의 깊이를 고려한 수두

(hydrostatic head)압력 P1을 고려하고 있으며, 요구두께 추정 

시 선체형상 고려에 따른 슬래밍 충격압력 P2와 비교하여 큰 값

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3.2 선저부 판부재 두께 추정 규정 비교

요구두께 추정의 경우도 기본 요구두께와 이를 보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ISO 12215-5와 RINA Part B의 

요구두께 추정법을 비교 정리하면 Table 2, Fig. 2, Fig. 3과 같

다. 특히 RINA Part B의 경우 충격압력에 따른 두께추정과 별

도로 웨더데크(weather deck)의 높이(design height)와 구조부재

의 배치 결과에 따른 설계면적을 고려(shorter dimension)한 두

께 T2를 계산하여 T1과 비교 후 더 큰 값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충격압력에 따른 두께 T1의 계산 결과에 대하여 수두

압과 충격압력의 차이에 따른 압력형태(pressure type) 보정을 

고려하고 있다.

두 규정모두 최소 요구두께를 정의하고 있는데, ISO 규정의 

경우 배수랑(mLDC), 속도, 구조부재의 종류, 섬유의 종류에 따라 

정의되어 있으며, RINA Part B의 경우 구조부재의 종류에 따라 

최소 요구두께를 정의하고 있다.

4. CFRP 선체설계 사례연구 및 고찰

4.1 설계선 개요

사례연구 수행을 위한 설계선의 주요 제원은 Table 3과 같

다. Fig. 4는 설계선의 구획 및 구조에 대한 배치와 형상을 보

이고 있으며, Fig. 5는 설계흘수에서의 선체구조를 고려한 중앙

단면도와 반폭도를 보이고 있다. 

Table 3 Principal dimensions of CFRP design ship according to  

        ISO 8666

Item Wind Unit

LH 0.588 m

BMAX 0.682 m

D 0.395 m

T 0.74 m

△(mLDC) 14.57 ton

V 38 knot

CFRP 적층판의 Gc(content of reinforcement in laminate)는 

이탈리아선급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체제작(hull) 시 작업환경

을 고려한 추천값을 참조하여 0.5로 가정하였고, 적층판 형태

는 woven roving으로, 선체는 single-skin 라미네이트로 제작

한다고 가정하였다. 두께 추정을 위한 CFRP 적층판의 물성은 

앞서 가정한 사항에 따라 ISO와 RINA의 규정에 맞춰 각각 정

의하였다. 물성은 항목에 따라 미소하게 차이가 있지만 RINA 

규정에 의한 CFRP 적층판의 물성이 약 25%정도 작게 추정되

는 결과를 보였다.

Fig. 4 Perspective view of hull structures

Fig. 5 Section view of hull structures

Fig. 6 Spacing of structures and reference points for estimating 

design pressure and required thickness

선저부의 충격압력과 판부재 요구두께 측정점은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킬의 위치변화(x/LWL)에 따른 측정 판부재의 

설계면적에 따라 계산하였다. 다만,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킬라인에 따른 계산(실선)과 킬라인과 인접한 동일 설계면적 판

부재에 대한 계산(점선)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하여 충격압력과 

두께추정을 수행하였다.

4.2 선저부 충격압력 추정 결과

ISO 규정과 RINA 충격압력 추정법에 따른 선저부 충격압력 

추정 결과는 Fig. 7과 같다. 

ISO 규정에 따른 추정결과의 경우 선체 중앙부에서 큰 값을 

보이다가 선수부로 가면서 일정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 선체 중



앙부 F에서 매우 큰 값(ISO-BMP 실선)을 보이는 이유는 충격압

력 측정 판부재의 설계면적이 급격히 줄어드는 선체 중앙부이기 

때문이며, 이는 설계면적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선미부보다 다

소 증가한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 RINA 규정에 따른 추정결과

의 경우 선체 중앙부에서 다소 큰 결과를 보이고 있다가, 선수

부로 가면서 선저 경사각에 의한 영향으로 충격압력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선저 경사각이 50도보다 큰 A, B 영역의 경우 충격

압력이 수두압력 보다 작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Comparing design pressure along the kee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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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ng required thickness along the kee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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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저부 판부재 두께 추정 결과

ISO와 RINA 규정의 선저부 판부재 두께 추정법에 따른 선저

부 판부재 두께추정 결과는 Fig. 8과 같다. Fig. 8의 RINA-MIN

과 ISO-MIN(1, 2점 쇄선)은 두 규정의 최소 요구두께를 표시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RINA의 요구두께 추정 결과가 ISO보다 크게 나

타났으며, 최대 요구두께는 RINA=14.2mm, ISO=8.1mm로 추정

되었다. 이는 물성 추정 시 RINA 규정이 약 25% 정도 작게 추

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선체의 길이방향 형상특성에 따른 대체 

충격압력을 고려하는 사항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체 중앙부에서 요구두께가 매우 작은 이유는 설계선의 선형 

특성에 따라 설계면적이 매우 작게 계산되면서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최소 요구두께를 채택해야 한다. 선수부 요구두께의 경

우 충격압력 추정 경향과 반대로 RINA의 요구두께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선수부의 선저 경사각이 급격히 증가함

에 따라 RINA의 충격압력이 0에 가깝게 산출되면서 이 구간의 

수두압력을 두께 산출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수두압력을 두께 

추정에 적용하는 경우 압력형태 보정에 따라 충격압력 보다 두

께 고려가 더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ISO 충격압력 추정치를 

고려한 것 보다 더 큰 요구두께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CFRP 레저선박의 선체구조 설계를 위한 ISO 

표준과 RINA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충격압력 추정에 있어서는 RINA Part B가 ISO 12215-5보다 

선체의 형상에 대한 고려가 더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선체 종

방향 압력측정 위치에 따른 수두압력도 고려하고 있다. ISO 규

정의 경우 충격압력 추정 시 설계범주(design category)에 따른 

풍력과 유의파고를 고려하는 특징이 있었다.

요구두께 산출을 위한 물성 추정에 있어서는 두 규정 모두 섬

유의 종류, 직조방식, 구조부재의 종류, 작업형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추정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CFRP에 대한 고려 또한 

유리섬유와 함께 잘 정의되어 있었다. 물성정의 결과는 탄성계

수와 강도에 있어서 ISO 12215-5의 추정결과가 다소 높게 산출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요구두께 추정의 경우 전반적으

로 RINA Part B의 추정결과가 ISO 12215-5보다 크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구조부재별 최소 요구두께의 경우도 RINA Part 

B가 다소 크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CFRP 사례 설계선의 선체구조 설계를 통해 위와 같은 비교분

석 결과의 경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국제규정을 

적용한 CFRP 소재 레저선박의 선체구조 설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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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a planing craft are very sensitive to the hull form variations, especially when the 
craft navigates with high-speed. Therefore, we need to verify hydrodynamic performances of the craft during the process of 
hull form design. In this paper, motion performances of a 40ft class cruise leisure boat are evaluated by both model tests and 
theoretical analysis using empirical formula. Model tests are carried out at calm sea and regular wave conditions using high 
speed towing carriage installed in SNU towing tank. Theoretical method is the empirical method proposed by Martin(1976). The 
results from the theoretical method are compared with and verified by those of model tests. Results of empirical formula 
showed somewhat larger motion RAOs and resonance frequencies than those of model tests. We could conform the limitation of 
the theoretical method in using the method for practical application.

1. 서    론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크루즈 레저보트는 

활주형 고속선으로 일반 배수량형 선박에 비해 운항 속도 및 

해상 상태에 따라 항주 자세가 크게 변화한다. 특히 파 중에서 

높은 속도로 운항할 경우 파랑 하중에 의해 운동 진폭이 커지

며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성능이 우수한 레저보트 건조

를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형 시험 및 해석 등을 통해 

대상 선형의 유체역학적 성능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

영할 필요가 있다.

  고속선의 항주 자세 변화 및 운동 성능을 잘 포착하려면 실

선에 대한 모형선 축소 비율이 너무 작지 않은 것이 유리하며, 

가능한 높은 속도에서 예인할 수 있는 고속예인시험장치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속도가 약 10m/s인 서울대학교 선

형시험수조의 고속예인전차를 이용하여 축척비가 1/7이고 수선

간 길이가 1.983m인 모형선을 이용하여 고속예인시험을 실시

하였다. 속도를 변화하면서 정수 중 항주 자세를 측정하고, 순

항속도 및 최대속도 조건에서 다양한 주파수의 선수 규칙파 

중 운동 성능을 계측하였다.  또한 주형 활주선형에 대한 

Martin(1976)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정수 중 항주자세 및 파랑 

중 운동성능을 추정하고 모형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경

험식의 추정 정도를 검토하였다.

   

2. 모형 시험

2.1 모형선

  대상 모형선은 CFRP 크루즈 레저보트(2차 선형) 1/7 축소 

모형으로 정면도는 Fig. 1과 같다. Table 1은 실선과 1/7 축척 

모형선의 주요 제원이다.

     

  

Fig. 1  Body Plan of CFRP Cruise Leisure Boat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실선 모형선 비고
배수량 (ton) 15.407 0.04382
전장(LOA) (m) 15.179 2.168

수선간장(LBP) (m) 13.884 1.983

선폭(B) (m) 4.662 0.666
깊이(D) (m) 2.136 0.305

흘수(d) (m) 0.709 0.101 Full Load Cond.

순항선속(kts)(m/s) 25 (5.83/4.86)

최대선속(kts)(m/s) 30

Table 1  Principle Particulars of CFRP Cruise Leisure Boat

2.2 고속예인시스템

 연직면 자세 계측 장치는 상하동요와 종동요를 구속하지 않

고 각각의 변위를 포텐셔미터로 계측하는 방식이며 상하동요

를 계측하기 위한 수직 예인봉은 그와 동일한 무게의 보정추

를 통해 무게를 상쇄시켜서 모형의 배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항주 시 트림이 발생할 경우 추진 방향은 수면과 트림각 만

큼의 각도를 이루는데 실제 선박과 동일한 추진 효과를 내려

면 바뀐 추력선 방향으로 예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직면 자

세 계측 장치 중에서 종동요를 계측하는 부분은 항상 추력선 

방향으로 예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3 시험조건

정수 및 선수 규칙파 중에서의 시험 조건은 각각 Table 2 및 
Table 3과 같다.

실선속도[kts] Froude No. 모형속도[m/s] 계측 값

5.0 0.22 0.97

Sinkage,

Trim

10.0 0.44 1.94
15.0 0.66 2.92
20.0 0.88 3.89

25.0(순항) 1.10 4.86
30.0(최대) 1.32 5.83

Table 2 Test Conditions for Calm Water Test 

Fn=1.10 Fn=1.32

계측파 

조건

주파수

[rad/s]

조우  

주파수

[rad/s]

파 

조건

주파수

[rad/s]

조우 

주파수

[rad/s]

진폭

20 

mm,

파향

180

°

2.490 2.5 진폭

20 

mm,

파향

180

°

2.331 2.5

파고,

heave,

pitch

2.797 3.0 2.613 3.0
3.081 3.5 2.874 3.5
3.347 4.0 3.118 4.0
3.597 4.5 3.348 4.5
3.835 5.0 3.566 5.0
4.278 6.0 3.971 6.0

Table 3 Test Conditions for Motion Measurement Test in 
Regular Waves 

2.4 정수 중 시험

  1차 및 2차 선형에 대하여 sinkage와 trim 결과를 비교한 것

이 Fig. 2  나타나 있다. 1차와 2차 선형은  수선간 길이(LBP)

가 다르기 때문에 운항속도가 같더라도 Froude 수는 다르다. 

Fig. 2에 의하면 Froude 수의 증가에 따라 1차 선형과 2차 선

형 모두 sinkage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차 선형의 

sinkage값이 1차 선형에 비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 Froude 수의 증가에 따라 1차 선형과 2차 선형 모두 trim

이 증가하다가 Froude 수가 1.0 이상이 되면 증가세가 둔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차 선형의 경우 Froude 수 

0.66~1.32의 구간에서 trim값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2 Comparison of Sinkage & Trim between 1st and 2nd 

Planing Hull

2.5 선수 규칙파 중 시험

Fig 3는 2차 선형에 대한 상하동요 RAO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무차원화된 조우 주파수 4.0~5.0 구간이 공진주파수 영역임

을 알 수 있으며 30knots일때의 상하동요 RAO가 25knots일 

때에 비하여 전 주파수 영역에서 큼을 알 수 있다. 종동요 

RAO 결과를 보면 30knots의 경우 무차원화된 조우 주파수 

3.0 부근이 공진 주파수 영역ㅇ고 25knots의 경우에는 공진주

파수가 4.5 부근임을 알 수 있다.

Fig 3 Heave & Pitch RAO of 2nd Hull Form

 크루즈 레저보트 1차 선형에 대해서 파랑 중 시험은 

20knots와 25knots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나 2차 선형에 대해

서는 25knots와 30knots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Fig. 4는 선속 25knots 항주 시 1차 및 2차 선형의 상하동

요 와 종동요 운동성능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상하동요의 

경우에 2차 선형의 공진 주파수 영역이 1차 선형의 공진 주파

수 영역에 비해 무차원화된 조우주파수가 더 큰 영역에서 형

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하동요 RAO의 최대값은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차 및 2차 선형의 종동요 운동성능의 비교 결과를 보면 2

차 선형의 종동요 RAO 값이 1차 선형에 비해 전 주파수 영역



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Heave & Pitch RAO Comparison (25knots)

3. 경험식에 의한 운동 성능 추정 – Martin(1976)’s 

formula

3.1 경험식에 의한 추정

Martin(1976), Baek(1986) 등의 연구를 참고하면 규칙파 중 주

형(prismatic) 활주형 고속선의 운동 응답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활주선의 연직면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계를 Fig. 5에 나타내

었다. 자유표면과 평행한 전방을 X좌표, 연직 하방을 Z좌표로 

하고 정수 중 등속 항주 시의 무게 중심 위치를 원점으로 하

여 속도 U로 전진하는 등속 이동 좌표계 O-XYZ와 선수 방향 

x좌표, 선저 방향을 z좌표로 하고 고속선의 무게 중심에 원점

이 고정된 선체 고정 좌표계 o-xyz로 구성된다.

Fig. 5 Coordinate system
Martin(1976), Baek(1986), Kim(2009b, 2010) 등의 연구에 의

하면 규칙파 중 활주선의 연직면 운동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

다. 변위, 속도, 가속도에 대한 선형항만을 고려한 식이며 우변

은 조우주파수 인 규칙파에 의한 파강제력과 파강제모멘트

이다.  

 





 





 


 


    (1)

Martin(1976)에 의하면, 식 (1) 좌변의 유체력 미계수는 활주

선 각 횡단면의 부가질량, 트림각, 3차원 영향계수 등의 함수

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우변의 파강제력은 식 (2)와 같이 각 파강제력 성분들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식 (2)에서 아래첨자 1, 2, 5는 각각 파고, 파 속도, 파 가

속도 관련 성분이며, p는 Froude-Krylov 성분, h는 파고에 의

해 keel의 평균 침수길이가 변하면서 추가되는 성분을 의미한

다.

식 (1)의 유체력미계수 및 식 (2)의 파강제력 성분들의 수

식 전개는 Martin(1976), 또는 Kim et al.(2009b, 2010) 등

의 논문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활주선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는 규칙파의 조우주파수와 동

일한 주파수를 갖는 주기운동이므로 식 (3)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3)

식 (1)의 모든 유체력 미계수와 파강제력 성분을 수식화 한 

후, 식 (3)을 식 (1)에 대입하여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풀고 양

변의 지수항 
를 소거하면 복소수 형태의  , 가 얻어

지며 상하 동요와 종동요의 전달함수는 각각 식 (4)처럼 계산

할 수 있다. A는 파진폭, k는 파수이다.

Heave transfer function =  (4)

        Pitch transfer function =  

3.2 실험과 이론에 의한 RAO 비교

  순항속도 25knots와 최대속도 30knots에 대하여 규칙파 중 

상하동요와 종동요 전달함수를 구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면 

Fig. 6, 7, 8 및 9과 같다.

  각 전달함수의 형태는 실험 결과와 경험식 결과 모두에서 

선속이 증가할수록 운동 진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경험식 결과는 실험 결과에 비해 상하동요와 종동요 모두 공

진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에 있고 운동 진폭도 훨씬 크

게 추정하고 있다. 정수 중 계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artin

의 추정식은 선체 측벽이 자유 수면과 수직이고, 선저의 

deadrise 각이 모든 단면에서 동일한 주형(prismatic) 활주선

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선은 midship부터 선미 트랜

섬까지는 deadrise 각이 일정하나, midship에서 선수쪽으로 갈

수록 deadrise 각이 급격히 커지는 형상이므로 이것이 오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추후에 추정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재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논문은 활주형 선형인 탄소복합소재(CFRP) 크루즈 레저

보트 2차 선형에 대한 정수 중 항주 자세 및 정면 규칙파 중



  

Fig. 6 Heave RAO Comparison (25knots)

  

Fig. 7 Heave RAO Comparison (30knots)

  

Fig. 8 Pitch RAO Comparison (25knots)

  

Fig. 9 Pitch RAO Comparison (30knots)

에서의 연직면 운동 계측 시험 결과와 경험식을 이용한 해석 

결과 그리고 시험과 해석의 비교 결과를 기술하였다. 

 1차 및 2차 선형 모두 Froude 수의 증가에 따라 sinkage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차 선형의 sinkage값이 1차 

선형에 비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험식의 결과와 실험 

결과는 매우 좋은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하동요와 종동요의 경우 실험결과와 경험식 결과 모두 선

속이 증가할수록 운동 진폭이 커지는 동일한 정성적인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경험식 결과는 실험 결과에 비해 상하동요와 

종동요 모두 공진주파수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에 있고 운동 

진폭도 훨씬 크게 추정하고 있다. Martin의 추정식은 선체 측

벽이 자유 수면과 수직이고, 선저의 deadrise 각이 모든 단면

에서 동일한 주형(prismatic) 활주선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

구의 대상선은 midship부터 선미 트랜섬까지는 deadrise 각이 

일정하나, midship에서 선수쪽으로 갈수록 deadrise 각이 급격

히 커지는 형상이므로 이것이 오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비 주형선에 대한 운동성능 추정정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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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development status and marketing strategy of carbon fiber-based marine 
sports and leisure equipments. Recently, technical demands for CO2 gas reduction, fuel efficiency, and lighter boat have increased in the field of 

marine equipment, following the internationally reinforced regulations on the environment. Studies on green boat and yacht have also been 
actively carried ou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metal materials for light ship,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light 
components for Marine sports and leisure equipments that can apply to alternative composite materials including carbon fiber. 

1. 서    론  

 최근, 조선해양 분야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CO2 절감, 

연비향상, 경량화를 위한 기술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보

트 및 요트,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등 해양레저 분야의 고기능

성 복합소재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의 금속소재가 가지는 경량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섬유, 아라미드 등 고기능성 복합소재를 적용한 경량선체 및 

부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복합소재는 섬유사

이에서 응력을 전달하는 기지(Matrix)와 하중을  전달하는 섬유

(Fiber)의 종류와 양 및 적층 각도에 따라 해양레저 장비에 적

합한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고, 높은 비강도와 비강성의 값

을 갖게 되어 경량화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기존의 강화재는 

대부분 유리섬유 기반의 GFRP 복합재를 주로 사용하여 왔으

나, 최근, 탄소섬유 강화재에 대한 국산화 기술기반 확보를 통

해 CFRP 복합재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탄소섬유기반 해양레저장비 개발동향 

2.1 탄소섬유 개발동향

국내 탄소섬유 수요는 연간 2,500톤 규모로, 1995년 대비 2007

년 30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국내 탄소섬유 수요처는 낚시대, 

골프채 제조업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탄소섬유 적용 보

드류, 보트와 같은 해양스포츠레저 장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현재 항공용, 군사용으로 

사용 중이지만 가공 기술, 설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선진기업

에 대한 기술 의존성이 높은 실정이다. 글로벌 탄소복합재 시장

규모는 2009년 24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 46억 달러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탄소섬유 복합재의 총 2/3을 차지하는 

고분자 매트릭스 복합재는 가장 많은 탄소섬유 적용 형태로 

2010년 76억 달러에서 2018년 17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섬유와 그 복합재료는 금속재료를 능가하는 고비

강도, 비탄성율과 우수한 열전도성 등 특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

어 재료의 특징을 살리면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공 공

법, 리사이클을 포함한 전체 비용이 기존 경쟁 관계에 있는 소

재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 적용분야 확대 및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Fig. 1 Carbon Fibers Applications for Industry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2 해양레저장비 개발동향

최근에는 복합재가 가지는 기능성, 경량성, 내구성을 장점으

로 탄소섬유 등 고기능성 복합재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

일링 요트의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의 금속재를 대체한 탄소섬

유 마스트의 적용과 고장력이 요구되는 리깅류 등에 금속와이어

를 대체하고 있다. 윈드서핑 보드, 수상스키, 고무보트, 폴딩 카

약 등은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응용기술의 활용도가 높고 

레저기구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이다. 

Fig. 2 Carbon Fibers Applications for Marine

3. 해양레저 산업현황 및 시장동향

3.1 해양레저 산업의 특성

해양레저 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와 기술 파급효과가 높

은 산업으로, 엔진․추진장치 등 기자재 산업과 금융·보험 산업, 

서비스, 물류 등 전후방 산업으로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선형 

디자인 등 건조기술 외에도 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감성공학, 

인테리어 등 다양한 기술이 결집되어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산업

특성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양레저장비 산업은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으며, 내수 기반도 본격 형성되는 시기로 선박, 자동

차 등 연관 산업과의 세계적 기술력의 접목이 가능한 산업이다. 

해양레저 산업 분야는 소득과 비례하여 성장하는 유망 신수종 

분야로 세계적으로 매년 470억$ 상당의 신규 수요 발생하고 있

다. 현재는 미국, 노르웨이, 호주 등 서구 고소득 국가에 시장이 

편중되나, 부유층 증가 등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도 시장

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소득․여가 증가, 육상

레저 공간 포화, 국제 보트쇼 개최 등에 따른 인식 제고로 수요

가 본격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3.2 해양레저 산업 시장동향

세계해양산업협의회(ICOMIA)의 통계에 의하면 해양  레저산

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06년 2,300만척, 470억 달러(약 50조원) 

규모에서 ‘10년 2,710만 척, 751억 달러(약 80조원) 규모로 성장

하였다. 레저장비 보유 척수도 매년 103만 척씩 증가하는 등 해

양레저산업이 또 하나의 ‘블루오션(Blue Ocean)’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Global Recreational Boating Industry Analysis and 

Forecast 2010-2015’에 의하면, 세계해양레저 장비의 수요전망은 

2010년 580억 달러 규모에서 2015년 88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3 Global Recreational Boating Industry Forecast 

국내 해양레저장비 보유 규모는 2005년 4,178척에서 2010년 

8,232척으로 2배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5,700척으로 증가하여 

약 7,000억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4. 해양레저장비의 마케팅 전략방안

4.1 글로벌 마케팅 환경 분석

세계 해양레저산업의 총 매출규모는 약 895억 달러(Southwest 

2008)이며, 이 가운데 해양레저장비 분야는 약 430억 달러(산업

연구원 ICOMIA 2009)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스웨덴, 

영국, 호주 등 바다에 접한 길이가 길고 마리나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해양레저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 속에 성장률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최근 

동아시아 신흥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과 해양레저시

장 진출을 통한 자국의 관광산업 확대 정책 등으로 급속히 성장

하고 있다. 지역별 해양레저 장비 성장률은 유럽이 가장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 이탈리아, 대만, 일본이 성

장하는 추세로 이외의 미국, 프랑스, 호주 등 해양레저 선진국의 

경우 시장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4.2 마케팅 전략방안

해양레저 관광의 전 세계적인 추세에 동승하여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레저의 허브(Hub) 역할로

써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10여년 후를 대

비해서 현 시점에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 자동차, 조선 

및 IT 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 장비 핵심부

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응용개발 연구가 추진될 경우 보다 우수

한 신제품 개발 가능성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레저장비 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탄소섬유 기반 해양레저 장비의 최근 시장동향 분



석 및 해양레저장비 제품의 사업화 영역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

략 방안을 도출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의 ‘서남해

권 연계 탄소섬유 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 개발’ 사업으로 수

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위 기관의 후원에 감사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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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atamaran yacht design 쌍동형 요트 설계, America's cup 아메리카스컵, 33feet training yacht 33피트 훈련용 요트, 
Velocity prediction program 세일속도예측프로그램, Yacht model test 요트 모형시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trends of latest design and structure of catamaran. And it is studied that 
the proper design of catamaran in Korea and the kinds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through this study, the training boats for Team Korea 
(White tiger challenge of America's Cup) have been designed and the study of 33feet catamaran design is extended. since the catamaran is 

limited by the current 34th America's Cup protocol, the development of training catamaran yacht firstly is needed to make a design of 
America's Cup catamaran yacht. The design of catamaran should have the blueprint to allow the fitment, the replacement of the diverse foils 
and rigs and the flexibility of structure. Experiment, FEM (Finite Element Method) analysis and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re 

required to find out the optimum design. Finally the design of 33feet training catamaran sailing yacht was optimized and established for the 
America's Cup yacht racing event.

1. 서    론  

1851년의 영국 화이트섬에서 시작된 요트경기의 우승 트로피

인 ‘아메리카스 컵(America's Cup)'은 국제 스포츠 경기 사상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승컵으로서 1896

년에 열린 첫 근대올림픽보다 45년이나 더 오래된 스포츠 대회

이고 1930년에 시작된 축구 월드컵보다 역사가 휠씬 긴 가장 오

래된 스포츠 국제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메리카스 컵 요트경기는 국가를 대표하는 2대의 최

첨단 세일링 요트가 맞붙는 매치레이스 형태로 진행되는 요트경

기로서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국제 스포츠 행사로 현재 대회 규모만도 수천억 달

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해양 

국가로의 도약과 선진 해양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요트 관련 산

업 및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남해안의 특화된 관광 벨

트의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남해안을 세계적인 휴양관

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아메리카스 컵의 도전을 목표로 한 ‘챌린

지 2017’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메리카스 컵 요트경기는 단순한 국제요트경기가 아니라 자

국의 기술로 건조된 배로 참가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 선박설

계,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선박건조 분야와 같은 조선기술, 기상

학, 항해학, GPS기술, 전자센서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 기초

과학 분야 및 첨단소재 기술 개발을 겨루는 국가의 기술 경연장

이며, 경기 참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조직 경영과 

스포츠 마케팅의 시합이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해양 문화와 경

제력을 가늠하게 되는 경기이다.

또한 아메리카스 컵의 경기정은 바람에 힘을 이용하여 가장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최적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며, 선체(Hull), 세일(Sail), 킬(Keel)과 방향타(Rudder)의 각 요

소들의 우수한 설계를 바탕으로 종합설계가 되어져야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리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일링 요트에 대한 기

반기술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컵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기정의 건조는 막대한 예산, 기술 

및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므로 건조가 싶지 않은 실정이다. 

2011~12년 World Series Regatta에는 총 8번의 예선전이 진행되

었으며, 예선전에는 45피트급의 쌍동형 세일링 요트로 동일한 

규격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에 팀코리아(Team Korea)는 한

국을 대표하는 동물인 ‘백호’를 표현한 ‘백호 챌린지(White 

Tiger Challenge)'라는 표어를 정해 전 세계에 한국의 오래된 유

산과 팀의 강인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팀코리아의 45피트급 쌍동형 세일링 요트는 외국의 기술로 제

작된 요트이며, 선수들도 또한 외국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

내기술로 설계되고 제작된 세일링 요트와 국내선수들을 육성하

기 위한 초기단계로써 요트의 개발 및 제작이 필요한 실정이므

로 우선적으로 33피티급 아메리카스컵 훈련용 요트의 개발을 통

한 아메리카스컵 대회에 출전을 위한 도전을 하고자 한다.

2. 아메리카스컵 훈련용 쌍동형 세일링요트 형상설계  

2.1 쌍동형 요트 형상설계

아메리카스컵의 디자인 및 설계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의 Bakewell-White Design사와 중소조선연구원이 함께 

공동협력하여 33피트급 아메리카스컵 훈련용 쌍동형 세일링 요

트를 설계하였으며, 윙세일(Wing Sail) 형태의 훈련용 세일링 요

트는 Fig. 1에 도시하였다.

Fig. 1 33feet America's Cup Training Catamaran Yacht

훈련용 쌍동형 요트는 2가지 형태로 설계가 되었으며, 세일

(Sail) 및 리그(Rig)의 형태에 따라서 윙세일형과 일반세일형으

로 설계가 되었다. 또한 세일의 성능을 추정하기 위한 VPP 

(Velocity Prediction Program)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세일링 요트의 특성상 불규칙적인 바람과 방향에 대해서 선체하

부의 유체정역학적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각종 수치데이터와 선

체상부의 돛대(Mast)와 붐(Boom)의 크기 및 세일에 면적에 영

향을 주는 각종 리그류의 위치에 대한 수치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얻어지는 세일의 풍압에 대한 선체의 속도예측프로그

램으로 집세일(Jib Sail)과 스피네커세일(Spinnaker Sail)을 포함

하여 33피트급 훈련용 쌍동형 세일링 요트의 설계단계에서 속도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설계에 반영하였다.

2.2 쌍동형요트 선체 및 부가물 생산설계

아메리카스컵 경기용 세일링 요트의 경우에는 선체의 경량화

와 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 프리프레그(Carbon fiber 

pre-preg)와 그에 맞는 제작공법이 적용되어지며, 개념설계 단

계에서부터 복합소재의 적용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복합소재를 적용한 선체의 생산설계도는 Fig. 2에 나타내었

다. 또한 각종 부가물들의 설계는 동급선종들의 통계자료를 바

탕으로 일반 쌍동형 세일링 요트의 선체는 수면하의 선체의 투

영 면적(Planform Area)과 방향타의 투영 면적에 대한 비율이 

약 5 ~ 8%가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가볍고 흘수가 낮으며 조향

성능이 민감한 경기정일 경우에는 약 15 ~ 25%의 방향타의 투

영 면적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기 개발 훈련용 쌍동형 세일링 요

트의 경우에는 23%로 설계되어졌다.

3. 아메리카스컵 훈련용 쌍동형 요트 성능해석

3.1 쌍동형요트 수조모형시험

선체와 각종부가물에 대한 유체력시험을 통한 성능의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훈련용 쌍동형 요트의 설계속도(Design 

Speed)를 선정하여 프루드 상사법칙(Froude's Similitude)에 기인

한 모형선 및 유속을 확정한 후에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 Hull/Deck Shell Laminate Layout



모형선을 분력센서와 연결 시에 상하운동(Heave)과 종동요운

동(Pitch)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사항각(Yaw Angle)과 횡경사각

(Heel Angle)조절하여 구속한 후에 회류수조의 유속에 대한 유

체력을 계측하였다. 부가물을 포함하지 않은 선체에서부터 부가

물인 킬을 포함한 경우와 종횡비(Aspect Ratio)에 의해 설계된 

방향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유체력 실험에 대한 사진은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Photographs of Experiment(with Appendages)

4. 아메리카스컵 훈련용 쌍동형 요트 생산 및 제작

4.1 쌍동형요트 선체 플러그몰드 제작

플러그(Plug) 제작공정은 탄소섬유 요트의 제작공정 중에 가

장 먼저 시행되는 작업으로 요트의 원형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

는 공정이다. 정밀 가공 기술에 활용되는 5축 가공기술을 플러

그 제작과정에 도입하여 훈련용 쌍동형 요트의 선체에 가장 중

요한 유선형 형상을 구현하였으며, Fig. 4에 도시하였다. 플러그 

몰드를 이용하여 암몰드(Female Mold)를 탈형하고 탄소섬유 프

리프레그를 이용하여 선체의 제작을 수행하였다.

Fig. 4 Hull/Deck Plug Mold Using 5-Axis Machine

4.1 쌍동형요트 의장품 제작

아메리카스컵 경기대회에 적용되고 있는 윙세일은 국내에서

는 제작된 사례가 없으며, 후에 연구개발을 통해서 적용할 예정

이다. 현재 개발 중인 훈련용 쌍동형 세일링 요트에는 탄소섬유

가 적용된 일반세일형의 돛대와 붐이 장착될 예정이며, 현재 마

스트 및 붐의 단면형상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각종 재료시험을 

통하여 강도를 확보 중에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를 적용한 훈련용 쌍동형 세일링 요트

의 설계 및 제작을 통하여 설계기술, 실험기술 및 제작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이용하여 아메리

카스컵 대회의 도전을 위한 국내선수 양성 및 아메리카스컵 경

기정을 제작하기 위한 바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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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FRP composites are widely using as ECO friendly materials for various kinds of transporting devices including yachts and 

boats and also contributing in reduction of CO2 emission & fuel consumption and enlarging loading volume due to the super light in weight 
and higher specific strength and modulus when comparing to the other materials like Steel, Aluminum or GFRP. Nevertheless it is in 
insignificant state domestically on the technical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for the CFRP composites in shipbuilding industry even though 

special purposes such as racing yacht and luxurious cruising boats are driving to utilize its usages due to its advantage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s focused in preparing for the basic technical data to analyze and calculate boat structures with analysis of strength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kinds of reinforcement fibers & resins and manufacturing methods in addition to describing each characteristics of resins 

and fibers through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existing small GFRP boats and CFRP racing yachts or luxurious cruising boats

1. 서    론  

  탄소섬유 복합소재는 강, 알루미늄, GFRP 대비 고강도, 초경

량 특성을 갖는 친환경 그린 소재로써 수송분야의 경량화를 

통한 연료절감, 적재량 확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의 환경

개선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항공기, 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한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적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Global Recreational Boating Industry Analysis 

and Forecast 2010-2015) 선박분야에서는 경주용요트, 고급크루

즈보트 등에 경량화 및 고부가가치 소재로써 적용되고 있지만 

국내 적용사례 및 기술개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의 수지(Resin) 및 강화재의 

종류와 특성을 언급하고 기존 일반 소형선박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유리섬유 복합소재와 경주용 요트 혹은 크루즈 보트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수지와 강화재 종류 

및 성형 방법에 따른 기계적 강도특성을 평가하여 선체 구조

계산 및 해석을 위한 기초 기술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a)글로벌 복합재료 적용시장 (b)글로벌 탄소복합재 시장 전망

Fig. 1 글로벌 복합재료 적용시장과 탄소복합재 시장 전망

2. 복합소재 수지와 강화재의 종류 및 특성  

2.1 복합소재 수지(Resin) 

복합소재(FRP, Fiber Reinforced Plasti)는 기지(Matrix)로 사

용되는 수지(Resin)와 강화재로 사용되는 섬유가 결합된 재료로

써 수지와 섬유의 특성에 따라 기계적특성이 결정된다.

수지는 섬유와 섬유를 결합시켜 섬유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

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

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수송분야에서는 열경화성수지가 복합재료에서 널리 사용되며, 

그 종류에는 폴리에스터(Polyester), 비닐에스터(Vinylester), 에

폭시(Epoxy)가 주로 사용된다.

Table 1은 복합소재 수지의 종료별 특성을 나타내었다. 폴리에

스터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빠른 경화성으로 생산성이 높으나,

경화시 수축이 크고 기계적 강도가 약한 단점이 있다. 비닐에스

터는 에폭시 수지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폭시 수지와 비

슷한 기계적 강도, 내충격성, 접착성을 나타내며, 작업성은 폴리

에스터와 비슷한 우수한 작업성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중간정도

이다. 에폭시는 기계적 강도와 치수 안정성이 높고, 고온, 물에 

대한 저항성 높으나, 가격이 가장 비싸고 점도가 높아 작업성이 

뒤떨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Table 1  복합소재 수지 종료별 특성

수지 종류 장 점 단 점

폴리에스터

빠른 경화 생산성높음
환경 내구성 우수
전기 절연성 양호함 
가격 비교적 저렴

기계적 강도 낮음
햇볕 노출 변색
강산/알칼리 취약
경화시 수축이 큼

비닐에스터
기계적 강도 높음
내충격성 내식성 강함
적찹성, 작업성 우수

경화 후 처리 필요
경화시 수축이 큼
가격 중간정도

에폭시

기계적 열적특성 우수
치수 안정성 높음
고온,물 저항성 높음 
내충격성 우수

저온 취약, 점도 높음
고온 장시간 경화
작업성이 뒤떨어짐
가격 비교적 높음

2.2 복합소재 강화재

복합소재에 주로 사용되는 섬유 강화재는 유리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보론섬유 등이 있다. 

섬유 강화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탄소섬유가 충격강도를 제외한 기계적 강도가 모두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난연성, 단열성, 전기절연성, 비용 측면에서는 가

장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소형선박의 선체 재료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유리섬유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전단강도, 난연성, 전기절연성 등은 우수하

지만, 압축강도, 피로강도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라

미드 섬유는 충격강도, 난연성, 단열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우수한 특성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섬유 강화

재가 구조체로서 적용되기도 한다. 

Table 2 복합소재용 섬유 강화재의 특성 비교

구 분 유리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인장강도 B A B
압축강도 C A B
굽힘강도 B A C
충격강도 B C A

단강도 A A B
피로강도 C A B
낮은 도 C B A

난연성 A C A
단열성 B C A
기 연성 A C B

낮은 비용 A C C

※ A : 우수, B : 적절, C : 부적절

복합소재 강화재 종류에 따른 비강성, 비강도 특성을 Fig.2에 

그래프로 정리하였으며, 카본섬유가 비강성, 비강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유리 섬유는 비강성은 낮고 비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2 복합소재 강화재에 따른 비강성, 비강도 그래프

한편, 섬유 강화재는 복합소재의 강화재로서 사용할 때에는 

강도 특성이나 성형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로빙(Roving), 크

로스(Cloth), 로빙크로스 (Roving Cloth), 춉 스트랜드(Chopped 

Strand), 춉 스트랜드 매트 (Chopped Strand Mat), 서피싱 매트

(Surfacing Mat)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섬유 강화재는 방향성을 가지며, 이 방향성이 복합재료

의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섬유의 

방향에 의한 구분은 일방향형, 수직교차형, 다축방향형, 기타 무

방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교차형에는 평직(Plain), 능직

(Twill), 견직(Satin) 등이 있다.

   (a)평직(Plain)         (b)능직(Twill)       (c)견직(Satin)

Fig. 3 수직교차형의 강화재 직물 배열형태

3.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복합소재의 강도특성 평가를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유리섬

유와 수지종류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리섬유는 촙

매트#380 (Chop Strand Mat), 로빙크로스#570 (Roving Cloth), 

다축섬유 #600(Double Bias ±45º), 다축섬유 #600(Longi Trans 

±45º)를 사용하여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개의 조합으

로 세가지 수지에 대한 수적층과 진공적층에 의한 성형방법으

로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Table 4의 유리섬유 조합 5번~11번은 

소형보트 선체 건조시에 주로 적용되는 패턴형상이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탄소섬유는 UD(0/90), UD(0/+45/-45/90), 

Twill, Plain, Satin, DB, LT의 12K, T700급이며, 수지는 에폭시

를 사용하였으며, 성형은 진공적층 공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유리섬유는 인장시험 결과만을 정리하였

으며, 탄소섬유는 인장시험과 피로시험을 정리하였다.



Table 3 실험에 사용된 유리섬유 및 수지종류

수지구성 종류 약어

강화재

(유리섬유)

촙매트#380 (Chop Strand Mat) M

로빙크로스#570 (Roving Cloth) R

다축섬유 #600(Double Bias ±45º) DB

다축섬유 #600(Longi Trans ±90º) LT

기지재

불포화폴리에스터 UP

비닐에스터 VE

에폭시 EP

Table 4 실험에 사용된 유리섬유 직물 및 성형패턴

구 분 유리섬유 직물 및 성형패턴 수지종류
1 Chop Strand Mat(9장) UP VE EP

2 Roving Cloth(9장) UP VE EP

3 Double Bias(9장) UP VE EP

4 Longi Trans(9장) UP VE EP

5 M M R M UP VE EP

6 M R M R M UP VE EP

7 M DB M DB M UP VE EP

8 M LT M LT M UP VE EP

9 DB LT DB LT DB UP VE EP

10 DB DB LT DB DB UP VE EP

11 LT DB LT DB LT UP VE EP

Table 5 실험에 사용된 탄소섬유 직물 및 성형패턴

구분 탄소섬유 직물 및 성형패턴 수지 적층수

1 UD(0/90) EP 1 2 3

2 UD(0/+45/-45/90) EP 1 2 3

3 Twill EP 1 2 3

4 Plain EP 1 2 3

5 Satin EP 1 2 3

6 Plain+DB+LT+DB+DB+LT+DB EP 7

7 Plain+DB+LT+DB+SO+DB+LT+DB EP 8

    

(a) 수적층               (b)진공적층

Fig. 4 복합소재 강도특성평가를 위한 성형방법

Fig. 5 탄소섬유 복합소재 인장시험편 및 피로시험편

Fig. 6 유리섬유 복합소재 인장시험편 

인장시험 장비는 Universal Testing Machine (50T) UH- F500KNI 

(SHIMADZU)를 사용하였고, SHIMADZU 인장 프로그램을 통

하여 0.3/min의 준 직정 속도로 인장하는 변위제어 방식의 인

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접합 변수당 각 4~5개의 인장 시험을 실

시하였다.

피로시험 장비는 유압식의 INSTRON 8803를 사용하였으며, 

표점거리 110mm인 피로시험용 판재 시편을 Load control에서 

SINE 파형으로 Frequency 10Hz, R=0.1로 피로 시험을 하였고 

시험 중 시편이 20mm이상 변위가 생겼을 때 실험을 멈추도록 

하였다. 

Fig. 7 인장시험기(SHIMADZ UH- F500KNI)

Fig. 8 피로시험기(INSTRON 8803 machine)

4. 시험 결과 및 고찰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시험결과를 Fig. 9 ~ Fig. 12에 

그래프로 정리하였으며,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피로

시험결과를 Fig. 12, Fig. 13과 같이 정리하였다.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시험결과에서는 유리섬유 직물 및 성형

패턴 11개 조합중에서 순수 Roving Cloth 직물형태가 가장 큰 

인장강도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다축형태의 직물인 

LT(Longi Trans)와 LT DB LT DB LT의 성형패턴이 강도가 높

게 나타나 LT와 같은 직물형태가 인장강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hop Strand Mat, Double Bias의 



직물형태가 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이 포함된 섬유 조합

에서도 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적층과 진공적층의 비교에서는 진공적층의 시험편 인장강

도가 수적층 대비 폴리에스터 42%, 비닐에스터 54%, 에폭시 

63% 증가하여 전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유리섬유의 진공적층시 진공압력에 따른 인장강도의 영향은 0.6

기압과 1기압에서 약 50Mpa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압력이 증

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시험결과에서는 직물형태별 인장강도는 

UD(0/90) 1층 적층과 능직(Twill) 3층, 5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UD(0/90), UD(0/+45/-45/90)의 3층 5층 조건에서 인장강

도 값이 낮게 나타난 것은 수지의 함침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단  : MPa

Fig. 9 유리섬유 직물패턴별, 수지별 수적층 인장강도

단  : MPa

Fig. 10 유리섬유 직물패턴별, 수지별 진공적층 인장강도

단  : MPa

Fig. 11 유리섬유 직물패턴별 수적층, 진공적층 인장강도

단  : MPa

Fig. 12 유리섬유의 진공적층시 진공압력에 따른 인장강도

Fig. 13 탄소섬유 직물형태별 진공적층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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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탄소섬유 직물형태별 진공적층 피로강도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일반 소형선박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유리섬유 복합소재와 경주용 요트 혹은 크루즈 보트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수지와 강화재 종류 및 

성형 방법에 따른 기계적 강도특성을 평가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시험결과에서는 유리섬유 직물 및 

성형패턴 11개 조합중에서 순수 Roving Cloth 직물형태가 가장 

큰 인장강도 특성의 경향이 나타났다.

(2) 다축형태의 직물인 LT(Longi Trans) 직물형태가 포함된 복

합소재의 인장강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수적층과 진공적층의 비교에서는 진공적층의 시험편 인장

강도가 수적층 대비 높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4) 유리섬유의 진공적층시 진공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

로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탄소섬유 직물형태별 인장강도는 UD(0/90), UD(0/+45/-45/90), 

능직(Twill)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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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를 적용한 세일링요트 마스트의 형상설계 조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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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ailing yacht, Mast, Rigging force, FEM 
 
ASTRACT: The yacht industry have been popular one cosmopolitanly in marine industry. The yacht consists mainly of yacht hull, sail 
and mast. At the present, the Europe, USA and Japan have led the technical design issue of these structures. Especially, the design of 
mast have required the complex calculation of rigging forces to decide cross-section of mast and the stored data of yacht to decide 
the length of mast. In this paper, the design method of carbon mast was investigated by studying how to calculate rigging forces and 
how to establish the design procedure of mast.      

1. 서    론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여러 취미 

관련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 중 해양 스포츠-레저 활동

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취미활동중의 하나이다. 

여러 해양 레저 스포츠 중 요트 스포츠는 고부가 가치와 연결되

어 있는 산업으로써 요트선체, 세일 및 마스트 제작 등 다양한 

구조물로 조합되어 있고 제품 제작에 필요한 고강도 재료인 복

합재료와 연결이 되어 있어 복합재료 관련 재료기술 및 설계 기

술 관련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이다. 이 중 핵심 부품인 

마스트는 국내에서 제작 되지 못하고 생산 규모가 큰 유럽 및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어 해외 부품 수급 및 건조

선가 상승으로 인해 세일링 요트 스포츠 보급 확대에 큰 어려움

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설계 기술의 국산화 개

발의 요구 증대에 따라 국산화 개발을 위한 설계 기술 확보 및 

국내 공급기반의 구축이 절실하다. 

마스트의 구조강도는 일반적으로 형상 단면계수에 의해 성능

이 결정되며, 마스트의 길이는 세일 요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

다. 그러므로 마스트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합한 단

면계수를 만족하는 형상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마스트는 세일

과 연결이 되어 세일에 바람과 같은 하중이 적용이 될 때 함께 

거동을 하게 됨으로 세일로 인한 리깅(Rigging)을 통해 선체 전

체에 미치는 하중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마스트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Paola과 Clements는  유한 요소 해석법과 실험을 

통해 마스트 설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마스트를 

모델링 하고 리그(Rig)에 의한 하중을 고려하여 FEM 해석을 수

행하고 탄소 마스트의 Failure를 예측하였다. Meilhan는 탄소를 

적용하여 제작한 마스트의 거친 날씨 상태에서의 마스트 

Failure에 대해 조사하고, 마스트 설계에 필요한 각종 하중들을 

정리를 하였다. Grabe는 마스트에 걸리는 하중을 전달하는 리그

에 대한 거동을 요트의 다양한 움직임을 고려하여 유한요소 해

석법을 이용하여 리깅의 거동을 Computational Method를 이용

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마스트의 설계에 대해 논의가 되

어졌지만 탄소 마스트의 설계 절차와 형상 설계에 대해서는 여

전히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탄소 마스트의 설

계에 필요한 설계 중요 요소와 설계 절차에 대해서 논의한다.  

    

2. 마스트 설계 관련 요소 

2.1 마스트 단면형상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마스트의 구조 강도는 마스트의 형

상 단면계수에 의해 성능이 결정되고, 마스트의 길이는 세일 요

트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마스트 설계 시, 중요한 설계 요

소는 리깅인데 이 리깅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은 선체 변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선체 갑판에 압축력과 선저에 인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스트 설계를 할 때 선체의 크기에 따라 결정

이 되므로 기존 요트에 사용 되었던 실적선 데이터들로부터 마

스트의 치수가 결정이 되게 된다. 선체의 길이와 폭 그리고 흘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수 높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치수에서부터 배수량 대 길이 비, 

세일 면적 대 침수 면적 비와 같은 기하학적 계수들에 이르기까

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치수들에 대한 1차적인 추정 값을 결정

하여 마스트의 단면 계수를 결정하게 된다. Fig. 1은 다양한 마

스트의 단면 형상을 보여준다.

 

Fig. 1 Various mast section

마스트에 의해 전달되는 세일 풍압력에 대한 세일요트의 전체

하중은 선체거더(Hull girder)가 굽어질 때 리깅(Rigging)으로부터

의 하중작용에 의해 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스트에 

작용하는 하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중은 호깅(Hogging)과 새깅

(Sagging)와 같은 굽힘 모멘트이다. 정수 중 요트의 마스트에 적

용되는 압력이 스테이(stay), 슈라우드(shroud), 핼야드(halyard)

에 의해 걸리게 되는데, 그 값은 대략적으로 선체 배수량의 두 

배 정도가 된다. 슈라우드에 걸리는 하중은 배수량 정도의 하중

이 걸리게 되며, 핼야드에 걸리는 하중은 배수량의 10%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된다. 앞과 뒤의 스테이에 작용하는 굽힘력은 배

수량의 약 85%에 이르는 하중이 걸리게 된다. 슈라유드와 선체 

열결부는 풍압이 작용되는 쪽으로 마스트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굽힘에 의한 하중에 견딜 수 있

도록 마스트 단면계수를 결정해야 한다. 세일링 요트의 횡경사 

모멘트와 복원 모멘트의 적용은 Fig. 2에 도시하였다.

Fig. 2 Direction of moment

2.2 마스트 해외 현황

세일링 요트의 보급과 생산규모가 큰 유럽 및 미국, 호주 등

에서는 마스트 관련 부품업체의 공급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프

랑스의 Sparcraft, 스웨덴의 RONDAL, 영국의 Formula등의 업체

가 마스트 제품 설계 및 제작 관련하여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알루미늄 재료를 마스트의 주재료로 사

용하고 있으며, 최근 AC 요트컵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경주용 요

트는 가벼우면서도 고강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성능 향상을 위

해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있는 추세이

다. Fig. 3와 Fig. 4는 알루미늄 마스트와 탄소 마스트 시제품 사

진을 보여준다.

Fig. 3 Aluminum mast of RONDAL (Sweden)

Fig. 4 Carbon mast of RONDAL (Sweden)

3. 마스트 구조설계 

마스트 설계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리깅에 의해 전달

되는 최대하중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중조건의 추정은 

마스트의 단면형상, 두께, 스테이의 규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 마스트 하중은 리깅의 전체 하중에 의해 결정되며, 

세일링의 성능 향상과 운항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스트 설계는 복잡한 세일링 요트의 거동에 대한 정교한 

FEA(유한요소) 비선형모델의 분석을 통해 안전계수의 경감과 

리깅의 조합하중에 의해 결정된다. 세일링 요트의 마스트 설계

를 위한 FEM모델은 실제 거동에 많은 특징들이 작용하기 때

문에 정의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인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IMS(International Measurement System)기반의 

VPP(Velocity Prediction Program)와 RLP(Rigging Load 

Program)으로 구성된 FPP(Force Prediction Program)을 사용하

여 마스트 설계가 이루어진다. 마스트 전체 설계절차는 Fig. 5

에 정리되어 있다.



Fig. 5 Procedure of design of mast 

리깅에 작용하는 세일 하중을 결정하기 위해선 요트의 

운항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적 항해 조건에서 세

일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은 유체력과의 평형 상태에서 발생

하게 되는데 이 압력은 세일링 요트의 세일 연결 부위와 리

깅으로 전달되게 된다. 리깅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IMS에 기반을 둔 FPP을 사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FPP는 VPP와 RLP로 구성이 된다. VPP는 세일에 의해 발생

되는 Driving force와 Heeling force를 계산하게 되고, RLP

는 세일하중을 리깅 하중으로 변환시켜 계산하게 된다. Fig. 

6에서 세일에 적용되는 총 하중 분포를 보인다.

 

Fig. 6 Total applied forces per sail 

VPP와 RPP를 이용하여 리깅 하중들이 계산이 되면 구조해

석을 위해 모델링 되어 있는 마스트의 하중 적용 포인트에 리

깅 하중을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구조해석을 통해 얻

어지는 응력 분포와 변형을 검토하여 적절한 마스트의 형상과 

상세설계가 결정이 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마스트 설계에 관련하여 마스트의 단면 계수를 

정하기 위한 여러 설계 요소와 마스트의 구조 해석에 필요한 리

깅 하중의 결정과 전체 마스트의 설계 진행 절차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마스트 설계를 결정짓는 설계 필요 요소는 마스트 

단면 형상을 결정하는 리깅 하중 계산과 마스트 길이를 결정하

기 위한 요트 선체의 크기가 중요 요소로써 고려되어 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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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Tensile Strength of Aramid Specimens Subjected to Sal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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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onsider the ocean environment, the experiment of salt water was performed on aramid specimens. Aramid specimens 
with diverse fiber orientations of [0°/90°] and [+45°/90°/-45°] were tested experimentally. To represent sea water environmental 
condition, salt water was immersed into the specimens during long hours. After salt water experiments, tensile load was applied on dry 
specimen and salt water exposed specimen to examine the salt water effect. Finally, the results showed the strength of aramid 
specimens was affected by salt water. 

1. Introduction

Composite materials have been popular materials used in 

aircraft industry, car industry and marine industry etc. Since 

composite materials have specific advantages of high strength, 

lightweight, stiff and long production life they have been used 

widely in the industry required high mechanical property. 

Composite materials consists of two main materials such as 

fiber and matrix. A variety of fibers of carbon fiber, aramid 

(Kevlar) fiber and glass fiber were used as reinforcements in 

structural applications. In the matrix material, the polymers, 

metals, or ceramics were used widely but in the marine 

industry the polymers of epoxy and polyester were main 

materials to hold composite fibers. Especially, in the ship 

building of small & medium leisure boat and racing yacht  

carbon fibers and aramid fiber have been used as attractive 

materials because of their high mechanical property, good 

impact resistance and excellent damage tolerance.

Since ship structures are exposed to ocean environment of 

sea water, salt water condition is considered as critical topic. 

Therefore, in the ship structures with carbon laminate and 

armaid laminate the salt water effect should be investigate 

significantly.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salt water 

effect on the mechanical strength of GFRP　and CFRP.

Miller investigated the mechanical strength under salt water 

condition of the unidirectional glass fiber/epoxy resin laminate 

with [0°]2, [0°]6 and [90°]6 fiber orientation and the 

unidirectional glass fiber/vinyl-ester resin with   [0°]2, [0°]6 

and [90°]6 fiber orientation. Monaghan et al. examined the salt 

water effect of carbon fiber/epoxy composites under multiaxial 

fatigue loading. 

Although salt water effect on glass fiber composite and 

carbon fiber composite has been investigated by several 

researchers, the information of salt water effect of aramid 

fiber composite is still very limited. Therefore, more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static strength of aramid fiber 

composite subjected to salt water.

In this paper, the salt water effect of aramid specimen with 

diverse orientation is investigated through the comparison of 

weight of aramid specimens and the tensile strength after 

applying salt water.                     

2. Experiment Procedure

2.1 Preparation of specimen   

Aramid Fiber Reinforced Polymer specimens were 

prepared for salt water test. The specimens have various 

fiber orientations of [0°/90°] and [+45°/90°/-45°] and 

the number of layer with 1, 3 and 5. Specimens were 

manufactured using infusion production method. 

2.2 Salt water test   

To perform salt water test, the ASTM B117 standard was 

sele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alt water on 

specimens.　Fig. 1 shows a salt water apparatus and the 

installation of specimens in salt spray chamber, a salt 

solution reservoir, an air supply compressor, an atomizing 

nozzle, specimen supports, chamber heating system and 

electrical controls. The used salt solution i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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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repared by dissolving 5% salinity in the water. The 

temperature in salt water chamber was kept at 35±2℃ 

(95±3℉) suggested by ASTM B117 standard. To examine 

the effect of salt water, the edges of specimens were 

opened. The total exposure hours in salt water test was 

100hr. The weight of specimens was recorded before 

applying salt water condition.

Fig. 1 Salt water apparatus and aramid specimens

       

2.3 Tensile test   

The tensile test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trength changes of salt water exposed specimens as 

shown in Fig. 2. The specimens were elongated at a 

displacement rate of 5 mm/min until they were failed. 

Fig. 2 Tensile test of specimens

  

3. Result and Discussions

Figure 3 shows the comparison of specimen weight 

before and after applying salt water. As seen in Fig. 3, the 

weight of specimens after salt water test were increased 

as the maximum 2.2%. As expected, since aramid fiber got 

salt water the weight of exposed specimens was increased. 

But, the amount of weight increment was not so much. 

       (a) [0°/90°]          (b) [+45°/90°/-45°]

Fig. 3 Comparison of weight of specimens

Figure 4 shows the comparison of tensile strength of dry 

specimens and salt water exposed specimens. At the 

specimens with [0°/90°], the tensile strength was 

decreased as the maximum 22%. In the case of specimens 

with [+45°/90°/-45°], the reduction of stress was 

observed as the maximum 8.2%. These results show that 

the salt water caused the increase of weight and the 

decrease of tensile strength of aramid specimens. 

 

    (a) [0°/90°]            (b) [+45°/90°/-45°]

Fig. 4 Comparison of stress of specimens

4. Conclusions

The salt water test and tensile test for aramid specimens 

with [0°/90°] and [+45°/90°/-45°] have been 

investigated experimentally. The results showed the small 

changes of weight between dry conditioned specimens and 

salt water exposed specimens. However, in the case of 

tensile test the tensile strength of aramid specimens was 

decreased by salt water. Finally, the changes of the weight 

and the strength of aramid were occurred by sal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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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a dinghy class sailing yacht by wind-driven thrust, recently the speed has been maximized by lifting the hull using the 

hydrofoil. The dinghy class hydrofoil was mentioned as the International Moth Class Yacht abroad. And the International Moth Class 
Championship has been held every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he design of shape and the estimation of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hydrofoil under the surface of the water. this is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dinghy class hydrofoil sail yacht. The hydrofoil size was 

decided followed by the rule of the International Moth Association, and the drag and the lift force of the foil was examined for the height 
change of between surface of the water and the foil and the diverse foil types. Finally, the design of foil was optimized based on the analysis of 
measured data.

1. 서    론  

과거에는 경치의 관람이나 해수욕, 낚시 등으로만 인식되었던 

해양레저 또는 해양관광은 소극적인 이용방식을 벗어나 점차 직

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로 우리나라의 해안에서도 계절에 관계없이 요트나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수요의 증

가로 인해서 고부가가치의 첨단과학산업과는 구별되는 해양산

업이 증가와 더불어 해양레저스포츠산업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레저스포츠에서는 동력요트(Motor Yacht)와 세일링 요트

(Sailing Yacht)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으며, 세일링 요트는 선

실, 주거시설, 세일링과 엔진을 추진할 수 있는 대형세일링 요트

(Keel Boat)와 연안스포츠용으로 소형, 경량, 간단한 구조와 무

동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소형세일링 요트(Dinghy)로 나누어

진다. 소형세일링 요트의 경우에는 규정하는 크기에 따라 올림

픽 종목 및 아시안 게임에 채택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많

은 국제대회에서도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에 들

어서는 극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수중익형(Hydrofoil)을 장착

한 소형세일링 요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국제 모스

급 선수권 대회(International Moth Class Championship)가 개

최될 정도로 수중익형 세일링 요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를 적용한 딩기급 수중익형 세일

링 요트에 대해서 국제 모스급 협회(International Moth Class 

Association)의 규정에 맞는 요트의 개발과 수중익형의 형상에 대

한 유체력 실험을 통한 적합한 익형(Foil)을 찾고자 한다.

2. 딩기급 수중익형 세일요트 형상설계

2.1 수중익형 세일요트 형상설계

모스급 수중익형 요트는 국제 모스 협회의 규정에 따라 크게 

각종 부가물을 제외한 선체(Hull)의 길이가 3355mm이하로 제

작되어야 되고 선미 쪽에 부착되어지는 방향타 지지대(Rudder 

Gantry)는 500mm이하로 제작되어져야 되며, 날개를 포함한 전

폭(Overall Beam)은 2250mm를 넘지 않아야 된다. 또한 모스 선

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세일의 면적 또한 국제 모스 협

회에서 제공하는 측정양식에 의해서 계산되어져야 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Moth Class Hydrofoil Sail Yacht Shape Design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선체와 각종 부가물들이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져야 되며, 이러한 경량화를 위해서 탄소섬유와 

진공적층(Vaccum Infusion)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수중익

형은 선체의 센터보드(Center Board)와 방향타 하부에 T형식으

로 장착되어지며, 수중익형이 수중에서 빠르게 부상하기 위한 

양력을 얻기 위하여 날개 뒷가장자리에 플랩(Flap)이 장착되어

진다. 모스급 수중익형 세일링 요트에 대한 형상설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2.2 수중익형 설계

세일링 요트의 수중익형은 국제 모스급 세일링 요트의 유사선 

통계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수중익형의 형상을 결정하였으며, 버

팀대(Strut)의 단면형상은 NACA0012를 적용하였고 수중익형의 

단면형상은 NACA63-412를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주

요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수중익형은 회류수조에서 유체력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 형상으로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형상은 사각

(Rectangular) 형상과 타원(Ellipse) 형상으로 길이(Length)와 폭

(Width)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3차원 형상

Table 1 Main Particular of Hydrofoil Types

Hydrofoil
Types

Chord Length

Strut Foil

Tip
[mm]

Center
[mm]

Tip
[mm]

Code
NACA0012

(Camber 12%)
NACA63-412

(Camber 12%)

Rectangular Type(1) 110 130 130

Ellipse Type(2) 110 130 45

 

    (a) Rectangular Type(1)         (b) Ellipse Type(2)

Fig. 2 Types of Hydrofoil

설계는 Fig. 2에 도시하였다.

3. 수중익형 수조모형시험

2.1 수중익형 수조모형시험

설계되어진 수중익형에 대해서 유체력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류수조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분력계측장비를 버팀대 상부에 

장착하여 항력(Drag Force)과 양력(Lift Force)을 계측하였다.

Fig. 3 Photograph of Experiment for Hydrofoil



모형익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를 이용하여 축적비 =1.00으로 실측익형과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수중익형의 받음각은 0도로 하였으며, 각각의 형상에 대해서 

회류수조 유속 0.514m/s ~ 1.800m/s까지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수면의 높이를 3, 7, 11, 15cm로 변화될 때의 유체력을 계

측하였으며, 회류수조 시험은 Fig. 3에 나타내었다.

2.2 수중익형 수조모형시험 결과

각각의 익형 형상에 대한 시험 그래프는 Fig. 4 ~ 7에 나타

내었으며, 각각의 속도별, 깊이에 따른 항력과 양력을 나타내

었다. 사각형(Rectangular Type) 수중익형은 깊이가 깊어질수

록 항력에 대한 값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4 Results of Drag Force for Rectangular Type(1)

Fig. 5 Results of Drag Force for Ellipse Type(2)

Fig. 6 Results of Lift Force for Rectangular Type(1)

Fig. 7 Results of Lift Force for Ellipse Type(2)

타원형(Ellipse Type) 수중익형은 7 ~ 15cm의 깊이에 대해서는 

항력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7cm이하로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항

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두 가

지 형태의 수중익형에 대해서 양력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각형 수중익형은 깊

이 7cm에서 0.911m/s 이하에서는 음의 양력이 발생하였으며, 

깊이 3cm에서는 1.543m/s 이하에서는 음의 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타원형 수중익형은 깊이 7cm에서 0.772m/s 이하에서 음의 

양력이 발생하였으며, 깊이 3cm에서 1.286m/s 이하에서 음의 

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각형 수중익형보다 타

원형 수중익형이 양력과 항력 면에서 우수한 것을 결과 그래

프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Fig. 8 Dinghy Class Hydrofoil Sail Yacht Prototype

4. 딩기급 수중익형 세일요트 생산 및 제작

딩기급 수중익형 세일링 요트는 앞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탄

소섬유를 적용하였으며, 진공적층공법을 적용하여 경량화된 요

트를 제작하였으며, Fig. 8에 도시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 모스 협회에 적합한 딩기급 수중익형 세

일링 요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형상설계에서부터 수중익형에 대

한 수조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형상설계의 완료와 적합한 수

중익형을 선정할 수 있었다. 수중익형 세일링 요트의 목표속도

에 대해서 회류수조의 유속의 한계로 인하여 수행할 수 없었으

나 향후에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

용하여 연구결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인 ‘딩

기급 하이드로 포일 세일요트 개발’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위 기관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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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수중로봇
기술개발 전략프로그램 기획

2013년 한국해양공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획세션

111

기획의 배경, 방향 및 목표

기술동향 및 환경 분석

기술과 제품 개발전략

패널 토론

1.

2.

3.

4.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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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의 배경, 방향 및 목표

333

정부정책 기반 기술개발 전략

(’90년대~2012년)

(2013년~)

(2018년 이후)

•해양조사및탐사
•시스템및HW 중심기술

- 심해 ROV 해미래
- 천해용 AUV 이심이
- 망간단괴 집광로봇 미내로
- 항만수중감시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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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R&D 전략 기획 방향

555

수중로봇 기술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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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과
워크샵

설문조사 환경분석 특허분석

시스템개발
전략프로그램

도출

기술분과, 
시스템분과

핵심기술개발
전략프로그램

도출

추진전략 수립

연구개발
제안서(RFP) 

제시

타당성분석
(정책,기술,경제)

기획타당성
검토위원회 (KIMST)

경제성,
정책분과

기획과제 추진전략

777

• 선두그룹 진입 가능한 중점우선기술 연구개발
– First mover로 가기 위한 기술 선정

•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제품군 개발
– 국내 시범 운용을 통한 Track record 확보 후 시장 진입을 추진

하는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중점핵심기술 개발 전략과 전략제품 개발 전략
의 효율적 연계

기획의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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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시스템 설계)

제2분과
(센싱/부품/장비)

제3분과
(모의실험/운용기술)

제4분과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분과장:윤현규
간사: 이종무

윤현규(창원대)
한상철(대양전기)

한종희(KIST)

이민욱

분과장: 김준영
간사: 김기훈

박승수(소나테크)
윤철호(레드원)

김준영(해양대학교)

김시문/변성훈

분과장: 고낙용
간사: 김형우

임흥현(아쿠아드론)
고낙용(조선대)
이정근 (한경대)

장인성/민천홍

분과장: 김진환
간사: 최현택

명현(KAIST)
김진환(KAIST)
이상훈(한양대) 
이계홍(KIRO)

여태경

핵심기술분과 전문위원

999

시스템(전략제품) 분과

분과장: 이기영(해군사관학교)
간사: 전봉환

곽한완(KTS), 김현식(동명대)
정훈상(한화), 은종호(삼성중)

박주이(DSME), 최형식(해양대)

최종수/박진영

시스템(전략제품) 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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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경제성 분과

실무연구진(KIOST): 
남광현, 박세헌

오위영

자문위원: 신승식(전남대)
구상욱(배재대), 이세준(STEPI)

황규희(KRIVET)

정책 및 경제성 분과 전문위원

111111

2. 기술동향 및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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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책 동향
(신 정부정책)

131313

추진전략 국정과제 연계성

일자리 창출의 위한
성장동력 강화

해양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인
해양관리

기술적 연관

물류 해양교통체계 선진화 성과 활용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성과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 성과 활용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기술적 연관

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성

정책동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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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2)

상위계획 기술적 연계성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
(ʹ10.10)

• 근로환경이 열악한(3D)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개발

제2차 해양수산발전계획
(ʹ10.12)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저탐사 및 작업장비계획

제1차 기능형 로봇개발 기본계획
(ʹ09.3)

• 기술 선도형 로봇
‐향후 10년 이내 상용화 목적

국가 및 부처 과학기술계획과 연계성

151515

정책동향(3)

기술적 연계 성과활용

• 해양구조물시공ㆍ유지ㆍ보수 수중로봇기술

• 해저극한지 수중탐사 잠수정 기술

• 수중 무선통신 고도화 산업화 기술

• 심해저 광물자원 확보 및 실용화 기술

•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 기술

•해양풍력기반에너지자립형녹색항만구축기술

• CO2 해양 지중 저장 기술

•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통합관리 기술

• 해저 문화재 관리 기술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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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 동향
(특허 분석)

171717

8개 중분류, 45개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계기술 (A)

구조해석 (AA)
내압/방수 (AB)

방열 (AC)
저항/유체력 (AD)
시스템식별 (AE)

방식 (AF)
소음 (AG)

안정성 (AH)
EMC/EMI (AI)

센서기술 (B)
물리/화학 센서 (BA)

음향/소나 (BB)
수중카메라/조명 (BC)

제어기술 (C)

인공지능 (CA)
운동제어 (CB)
도킹/호밍 (CC)
응급/생존 (CD)

로봇팔/작업 (CE)

특허분석 – 기술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원기술 (D)
충전 (DA)

배터리/연료전지 (DB)

SW 기술 (E)

매핑/SLAM (EA)
장애물회피 (EB)
경로계획 (EC)

항법/위치추정 (ED)

운용기술 (F)
운용 (FA)

서베이 (FB)

통신기술 (G)
무선통신 (GA)
유선통신 (GB)

HW기술 (H)

추진기 (HA)
펌프/파워팩 (HB)
압력보상기 (HC)

커넥터 (HD)
유압/수중액츄에이터 (HE)

트랙 (HF)
모터 (HG)

광케이블/엄빌리컬 (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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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0%

0%

50%

100%

150%

200%

250%

300%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ʹ65 ʹ73 ʹ78 ʹ83 ʹ88 ʹ93 ʹ98 ʹ03 ʹ08

연

도

별

증

감

율

총

출

원

건

수

출원년도

증감율 건수

특허분석 – 총 출원 건수

최근 출원건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

191919

특허분석 – 주요 국가별 출원 건수

한국, 미국: 출원건수 증가 추세
일본, 유럽: 정체



202020

수중로봇 기술: 성장 단계

한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대우조선해양 등 특허

출원 주도. 후발 국가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최근 출원 건수 높은 증

가율. 향후 수중로봇 기술 시장 선도 가능성 분석됨

미국: US NAVY 출원 주도. 기술 개발 리딩 국가. 타 국가에 비해 시

장진입 용이

일본: MITSUBISHI HEAVY IND 출원 주도. 현재 회복세

유럽: 기술력 및 시장력 분석 어려움. 해외 출원 활발(시장력 큰 것으

로 분석)

특허분석 – 요약 및 결론

212121

2.3 기술수준 및 역량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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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지질/환경/자원 탐사

2 해양구조물(해상교량, 해중터널,해상풍력발전단지 등)수중건설/관리/유지보수

3 해저석유가스 매장량 탐사

4 해저석유가스 시추/생산설비 설치/운용

5 수산양식

6 해양오염 방제

7 해중환경 모니터링

8 수계관리

9 해저케이블/해저 Pipeline공사

10 수중구난

11 해중구조물/Subsea plant설치/유지/보수/관리/해체

12 선체 바닥청소/안전검사

13 해양레저

14 수중로봇 장비산업 창출

15 해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16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수중로봇 활용 설문 대상분야

232323

분야별 전세계 수중로봇 기술발전단계

0%

23%

40%

37%

0%

해양지질/환경/자원 탐사분야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13%

27%

47%

13%

0%

해양구조물 수중건설/관리/유지보수분야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13%

27%

23%

37%

0%

해저석유가스 매장량 탐사분야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7%
17%

46%

30%

0%

해저석유가스 시추/생산설비 설치/운용분야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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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로봇 기술수준(TRL) 및 기술격차 분석

74%

16%
10%

해양지질/환경/자원 탐사분야

전문가 집단 추정 최고 기술국

미국

EU

일본

최고기술국 vs. 한국 TRL(1-9)

미국 7.83

한국 4.33

14%

45%

27%

7%
7%

해양지질/환경/자원 탐사분야

최고 기술국과 기술격차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

55%
42%

3%

해양구조물 분야

전문가 집단 추정 최고 기술국

미국

EU

일본

최고기술국 vs. 한국 TRL(1-9)

미국 7.35

한국 3.77

11%

50%

29%

7% 3%

해양구조물 분야

최고 기술국과 기술격차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

252525

수중로봇 기술격차 해소 및 기술선도그룹 진입을 위해 필요한 방안

환경분석(기술수준, 선진화) 설문결과

16.9%

14.9%

10.4%

9.1%8.4%

7.1%

7.1%

5.8%

5.8%

5.2%

4.5%
4.5%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의 지속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안정적 연구비 지원

수중 센서/부품 등 원천기술 제작 전문업체 육성

수중로봇시스템 제작 전문업체 육성

수중로봇 시장진입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프라 확충

수중로봇 분야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도출 및 수행

산학연 협동연구개발 체제 활성화

국제기술협력 및 선진기술제휴

수중로봇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수중작업로봇 운용 전문업체 육성

수중로봇 운용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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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현안 해결에 있어 수중 로봇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에너지 자원확보, 국가 인프라 확장 및 안전 관리의 순으로

중요도가 선택됨

수중로봇 기술수준에서는 수산양식 분야(일본)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

든 분야에서 최고 기술국으로 미국이 선정됨

해양구조물 분야의 경우 미국과 EU가 비슷한 기술 수준으로 분석됨

최고 기술국과 한국의 기술격차는 대부분 5년 이상에서 10년 이내로

추정됨

환경분석(기술수준, 선진화) 설문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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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업 및 시장조사
(설문조사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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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1%

17%

17%

11%
10%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에너지 자원확보

국가인프라 확장 및 안전관리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술

환경 보존/관리

해양안보(국방분야 제외)

수중로봇의 중요도 인식도
저출산/인구고령화 대책, 에너지∙자원 확보, 환경 보존/관리, 국가인프라
확장 및 안전 관리,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해양
안보(국방분야 제외)

설문결과 (시장예측)

292929

해양플랜트와 수중로봇의 역할

AUV
Sea bottom & Sub bottom
mapping

Shell International은
1999년에 AUV가 5년간
3천만달러 이상 비용 절약 예측

2000년 이후 Hugin3000 AUV는
BP, Chevron, Exxonmobil을 위해
24,000km 이상 탐사

ROV
설치 감시

80년대 이후
ROV 전적으로
사용됨

전용장비 탑재
ROV가 수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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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조선소 강세 분야인 해양플랫폼 시장은 전체 해양플랜트 시장의 30% 미만

조선산업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

1)미래 신성장동력, 2)에너지 자원 확보

해양 수중로봇

3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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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플랜트 시장 동향 및 규모

심해 해양플랜트 시장

• 2020년 1,800억불

• 2025년 3,000억불

연평균 성장률 (CAGR)

• Platform : 12.4%

• Subsea : 13.5%

CAGR 13% (2010~2030)

세계시장규모
(억달러) ‘10 ‘11 ‘12 ‘13 ‘14 ‘15 ‘16 ‘17 ‘20 ‘25 ‘30

해상 Platform 108 109 152 189 250 283 320 361 508 795 1,115

Subsea 시스템 260 259 280 383 556 645 748 868 1,307 2,222 3,265 

전체 368 368 432 572 806 928 1,068 1,229 1,815 3,017 4,380 

* INTSOK2010 활용

시장규모

해상 Platform

Subsea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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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 ROV 운용시장 전망

Source: ‘The World ROV Market Report 2010-2014’, Douglas-Westwood

Work‐class ROV Operations Market

에너지 비즈니스 예측 전문기업인 Douglas-Westwood 분석에 따르면
2014년까지 년간 작업용 ROV 운용시장 규모는 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33333

• 멕시코만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 석유, 가스 분야 소식지인 DecomWorld사는 멕시코만의 해양플
랜트 해체시장 규모가 시설기준 총 300~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동남아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 멕시코만에 비해 심해로 신시장

–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양플랜트 해체비용은 153억 달러
(819개 플랫폼)로 추정(KMI 보고서)

• IOC들이 ROV 운용사들을 매입하고 있음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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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과 제품 개발전략

353535

3.1 핵심기술 개발전략
(From Fast Follower To First M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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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로봇 핵심기술 1차 AHP 분석 설문

AHP 기법?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

AHP 계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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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로봇 핵심기술 도출 결과

분과 도출 결과

1분과
시스템 설계

수중로봇 최적설계기술

수중로봇용 연료전지 계통설계기술

2분과
센싱/부품/장비

수중로봇용 자세/운동 센싱기술

수중 초음파 위치 탐지 기술

3분과
모의실험/운용기술

센서신호기반 상태식별기술

수중로봇 가상프로토타이핑기술

4분과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수중항법 및 측위 기술

수중환경 인식 기술



383838

3.2 전략제품(군) 개발전략
(시장진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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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로봇기술 개발 필요성(설문결과)

개발 필요성: 매우 높음

• 해양지질/환경/자원 탐사분야

• 해저석유가스 시추/생산설비 설치/운용 분야

• 해중 구조물/Subsea plant 설치/유지/보수/관리/해체 분야

개발 필요성: 보통

• 해저석유가스 매장량 탐사분야, 수산양식 분야

• 수중 구난 분야, 선체 바닥청소/안전 검사 분야

개발 필요성: 낮음

• 수계 관리 분야

• 해양 레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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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로봇 시스템(전략제품) 도출 결과

분과 도출 결과

시스템
(전략제품)

분과

광역 정밀 수중탐사로봇

극한 환경 탐사용 수중로봇

수중 토목 구조물의 건설/관리/유지보수 수중로봇

Subsea plant/URF의 설치/유지/보수/관리/해체 수중로봇

심해 험지 및 협역 광물자원 채광로봇

수중로봇 창의형 인력 양성

414141

3.3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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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 여준구 총장(한국항공대학교)
– 이범희 교수(서울대학교)
– 서주노 고문(삼성탈레스)
– 최중락 박사(국방과학연구소)
– 정완균 교수(포항공과대학교)
– 우종식 박사(대우조선해양)
– 김상봉 교수(부경대학교)
– 계중읍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역할
– 핵심기술 개발/시스템 개발 전략 조율 자문
– 전략 프로그램 수립 자문

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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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 핵심기술 분야

• 분야별 좋은 핵심기술 아이템 발굴되었음
• 설문에 따른 과제기획 보다는 전략적 필터링 필요(대형프로그램 필요)
• 실용성/활용성을 중시한 중장기 대형 프로그램 필요
• 예산확보

– 단기 : ’14년 예산 반영(10~15억/과제, 4~5개)
– 중장기 : 대형프로그램 도출하여 진행

• 추진방향
– 1단계 : 연구소 주도
– 2단계 : 민간 주도

– 시스템(전략제품) 분야
• Subsea plant 분야의 전략 제품 필요

– 조선3사가 subsea 시장을 미래 사업으로 노력하고 있음
• 산학연 연계 대형사업을 통해 수중로봇 전문인력 양성

– 기타
• 수중로봇은 창조경제의 대표적 산업
• 군수분야는 공통핵심 기술개발로 기술 공유
•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중복성 유의

1차 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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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로드맵
(현장 발표)

454545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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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널 토론

474747

• 박제웅 교수 (조선대학교)

• 홍석원 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조효제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 은종호 수석 (삼성중공업)

• 좌장 : 서주노 고문 (삼성탈레스)

지정 토론자



국내 풍력산업 발전방향
이상호(한국남부발전 CEO)

Development of domestic wind power industry
S.H Lee 

요 약

본 발표 자료에서는 세계 풍력시장의 전망 및 현재 국내 풍력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

였다. 세계 풍력시장은 매년 2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 풍력산업은 해외 선진국 대비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

저하로 해외 풍력시장 진출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육상풍력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산풍력단지를 건설, 운영실적

(Track record) 확보 중에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로 단기간에 해외 우수기업을 추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상풍력은 하부

구조물의 설계, 설치 등 비용이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과 해상 구조물 제작, 시공

기술을 해상풍력에 접목시 시너지효과로 단기간에 세계 해상풍력시장을 석권이 가능하다. 국내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의 정책지원, 풍력기자재사의 기술개발, 발전사의 국산풍력단지 건설 등 상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1. 서 론

세계 풍력시장은 매년 2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

나 육상풍력은 202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감소되고 해상풍

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6년부터 육상풍력을 추월 할 

전망이다 

[그림 1] 세계 풍력시장 전망

2. 국내 풍력산업 현황 및 발전 장애요인

국내에는 7개 풍력기자재에서 풍력발전기를 생산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산 육상풍력단지를 건설, 운영실

적(Track record) 확보 중에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로 단기

간에 해외 우수기업을 추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상풍력은 하부구조물의 설계, 설치 등 비용이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과 

해상 구조물 제작, 시공기술을 해상풍력에 접목시 시너지효

과로 단기간에 세계 해상풍력시장 석권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 풍력산업 장애요인으로 육상풍력은 정부의 풍력단지 

개발 규제강화 검토로 풍력산업이 고사 위기에 있으며, 해상

풍력은 경제성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3. 국내 풍력산업 발전방향

첫째, 해상풍력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을 추진

하여한다. 정부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

고 풍력기자재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개

발하고 발전사는 국산 해상풍력단지를 조기 건설하여 운영실

적(Track record) 확보 및 해상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야한다.

둘째, 정부는 육상풍력단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공존하도록 육상풍력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해상풍력관련 국제표준화 동향과 전망
김만응((사)한국선급)

요 약

해상풍력은 풍력산업의 또 다른 도전이다. 육상풍력과는 다르게 해상운송, 설치 및 유지보수 분야를 포함하여 해양플랜트에 대

한 기술을 접목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풍력을 선도했던 국가들인 유럽연합, 미국 등의 국가

에서 각각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표준화의 필요성 때문에 IEC TC88에서 풍력표준화를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 관련 국제표준 작업은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

과 IEC 61400 시리즈의 국제표준안들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작업반의 진행현황, 향후추이와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내용들을 요약하였다.   

Keywords : IEC(Inte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TC88(풍력전문위원회), FOWT(Floating Offshote Wind 

Turbine, 부유식풍력발전기), 

1. 서 론

지구상의 인구증가와 부존자원의 한계성 및 지구온난화에 대

한 해결발안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유럽을 비롯하여 UNFCC Annex1 국가들은 이산화

탄소의 감축목표를 정해놓은 상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는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의 가장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풍력산업이다. 풍력은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서 보편적인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

하여 가장 빠르게 기술발전과 상업적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환경적인 이슈로 육상

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

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풍력발전산업의 국제교역은 국제표준화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제품의 개발 초기에는 대부분 내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국내의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되지만 개발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인정하는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

고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국제표준이라

는 것은 한번 제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에는 국제표준작업에 정부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

이다.   

풍력에 대한 국제표준화 전문위원회는 TC88이다. TC88은 

1987년 생겨났지만 본격적으로 표준화 범위에 대하여 결정한 것

은 2002년도에 이르러서 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표준화 현

황 및 향후 어떤 전략을 갖고 진행될 것인지를 검토해보면서 우

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IEC TC 88의 국제표준화 현황

우선 IEC에서 국제 표준화를 수행하는 구조를 보고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IEC의 조직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Fig. 1 IEC Manage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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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구조물 지진응답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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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responses of floating wind turbin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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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mpares hydrodynamic responses of floating wind turbine structure with and without seabed earthquake excitation. 

Floating body equation is formulated with boundary element method(BEM) and convolution. Mooring line equation is derived using finite 
element method(FEM). The coupled responses are calculated by solving the BEM-FEM coupled equation. Moving boundary conditions are 
applied at anchors to describe earthquake excitation. A floating wind turbine structure moored with catenary chains is considered as a 

numerical example. Body motions and mooring line tensions of the example structure are calculated in wave and earthquake.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e case in wave only, the effect of earthquakes on hydrodynamic behavior is discussed.

1. 서    론

  최근 해양공학 분야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구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유식 구조물은 위치 유지를 위

한 계류삭이 부착되므로 부유체에 작용하는 파력과 더불어 계류

삭과 관련된 모리슨 하중, 조류 등도 주요한 설계 외력에 포함

된다. 해저 지반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반운동이 계류삭을 따

라 부유체에 전달되므로 지진하중 또한 설계 외력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구조물에 대하여 지진하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응답을 비교하여 지진이 파랑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수치해석을 위한 운동방정식의 

정식화 있어서 부유체는 BEM(Choi et al., 2000; Hong et al., 

2005)과 convolution(Cummins, 1962)을 적용하였고 계류삭은 

FEM(Kim et al., 2000; Kim et al., 2012)을 적용하였으며 

Fairlead의 운동과 장력을 경계조건으로 도입하여 부유체와 계

류삭의 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지진하중은 앵커에 지반운동을 

경계조건으로 부여함으로써 해석하였다.

  수치예제는 최근 널리 연구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기 

(Jonkman, 2010)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지진하중이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의 부유체 운동, 계류삭 장력 등을 비교함으로써 

지진하중이 부유체의 파랑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부유식 계류구조물 운동방정식

  부유체의 주파수영역 운동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에서 

,  , 


, 


는 부유체의 질량, 부가질량, 

감쇠, 강성 행렬이며  , 

는 변위 및 하중벡터이다. 는 

파도의 진동수를 나타낸다. (1)의 정식화하는 BEM(Choi et al., 

2000; Hong et al., 2005)을 적용하였다. 식 (1)은 

convolution(Cummins, 1962)을 적용하여 식 (2)와 같이 시간영

역으로 바꿀 수 있다.

  

 ∞



  

 

 

  

(2)

 은 기억함수이고   는 부유체에 작용하는 계류력으로

서 계류삭의 변위  의 함수로서 표현된다.

  계류삭의 운동방정식은 식 (3)과 같은 시간영역 운동방정식으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식화는 FEM(Kim et al., 2000; Kim et 

al., 2012)을 적용하였다.

      

 (3)

       at fairleads

     at anchors

여기에서 ,  , ,  은 계류삭의 질량, 감쇠, 강성 행

렬 및 현수선 자중벡터로서 모두 계류삭의 위치에 대한 함수로

서 비선형 항이다. 

는 중간부이, 조류, Morison 하중 등과 

관련된 외력벡터를 나타낸다. 계류삭의 fairlead에서의 경계조건

은 부유체 운동에 의한 fairlead의 운동으로서 부유체 운동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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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로 표현된다. 지진하중은 앵커에서의 지반운동 를 경

계조건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석이 가능하다. 식 (2)와 (3)의 연성

해로부터 부유체와 계류삭의 연성거동을 해석할 수 있다.

3. 수치예제

  수치해석 대상구조물은 현수계류된 부유식 해상풍력기

(Jonkman, 2010)로서 높이는 207.6m, 흘수는 120m이고 설치수

심은 320m이다. 해상상태는 8로 가정하였으며 지진하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부유체응답과 계류삭장력을 고찰하였다. 지

반운동은 El Centro 지진이력(Chopra, 1995)을 사용하였으며 시

뮬레이션 시작 후 100초부터 약 55초 동안 적용하였다. Fig. 1, 

Table 1, Fig. 2에 예제구조물의 형상, 제원 및 파랑조건, 입력지

진 가속도신호 등을 정리하였다.

Fig. 1 Geometry and grid of example structure

Table 1 Particular of example structure and wave condition

Floating

body

Height 207.6m

Diameter 9.4m

Draft 120m

Displacement 8,066,048m3

Water depth 320m

Mooring

lines

No of lines 3

Length 902.2m

Weight 698.094 N/m

Diameter 0.09m

Wave

condition

Sea state 8

Heading 180deg

H1/3 15.24m

Tp 17sec

γ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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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celeration of applied earthquake excitation

  해석결과가 Figs. 3~6에 제시되어 있다. 계류삭 장력의 경우 

지진하중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부유체 운동의 

경우 지진하중의 영향이 미미하여 지진하중 유무에 따른 차이

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Figs. 7~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유체 작용 하중에 있

어서 파랑하중에 비해 계류력이 작아서 지진하중이 전달되는 

계류력의 영향이 파랑하중에 비해 미소하다. 또한, 예시구조물

의 고유주기는 surge 79초, heave 31초, pitch 27초로서 고유진

동수(ωn)는 각각 0.01, 0.03, 0.04Hz이다. 반면 지진하중의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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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itch of floating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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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ave force versus mooring force in earthquakes (x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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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ave force versus mooring force in earthquakes (z component)

주파수(ω)는 Fig.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Hz 근처의 비교적 

고주파 영역에 있다. 따라서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반변

위 대비 구조물변위의 비를 나타내는 transmission ratio(Craig, 

1981)는 1보다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즉, 지진에 의한 동적거

동의 영향이 미미한 이유로 부유체의 운동이 크게 변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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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FT of earthquake ex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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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ransmission ratio (assumed damping ratio=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EM-FEM 연성해석을 이용하여 현수계류된 



부유식 해상풍력구조물을 대상으로 지진하중이 있는 경우와 없

는 경우의 부유체 운동과 계류삭 장력을 산출함으로써 지진하중

이 파랑응답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였다.

  지진하중이 계류삭 자체의 장력에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반면 지진하중이 부유체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였는

데 그 이유는 파랑하중에 비해 계류력이 작고 부유체의 고유진

동수에 비해 지진하중이 전반적으로 고주파이므로 

Transmission ratio가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결과는 해상구조물의 지진해석 사례 중 하나로서 보다 일

반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요사업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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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 추진현황과 이슈

성진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태진(영남대학교)

Study on Present Status and Issue of Southwest Sea 2.5GW 

Offshore Wind Project

Jin Ki Sung, Tae Jin Lee 

요 약

정부는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해상풍력 추진로드맵을 2010년 11월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에 해상풍력추진단을 설치(2010.12)하였다. 정부와 해상풍력추진단은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개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2011.11.11)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라 한전과 발전6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동 사업의 투자 경제성 확

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다양한 R&D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아울러,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항만 선정 및 지원계획

도 추진되어졌다. 지난 2012년 12월에 SPC인 한국해상풍력(주)가 설립되었으며, 해상풍력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에 대

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서남해 2.5GW단지 사업

의 1단계인 실증단지(100MW)에 공급될 터빈에 대한 가시적인 공급협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진행되어져온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하였다.

풍력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그리드 패리티에 가장 근접하였으며, 기술의 완성도 및 경제성이 우수한 풍력발전에 많은 투

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상풍력은 대단위 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풍부한 에너지 부존량 등을 이유로 최근 북유

럽 등 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개

발 종합추진계획”의 발표와 더불어 제주도 2GW 및 전라남도 4GW 해상풍력개발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서남해 2.5GW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실질적인 공사 착공에 앞서 예상되어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및

전원 공급의 다양성 차원에서 해상풍력단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건설-토목, 조선-해운, 철강, 화공, 중전기, 전력IT 산업 등 최

근 침체기에 접어든 기존 산업과 융합을 통해 풍력발전 분야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성장가능한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Keywords : Wind turbine generator(풍력발전기), Offshore wind power(해상풍력발전), Offshore wind farm(해상풍력단지), Grid connection

(계통연계), Track record(공급실적), Local contents rate(국산화율), Southwest sea 2.5GW offshore wind project(서남해 2.5GW

해상풍력프로젝트), Social acceptance(사회적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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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플랫폼의 형상설계에 대한 운동 및 가속도 응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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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shape design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FOWT) with 5MW class is presented. A design concepts 

of FOWT are simple to construct, cost effective and the shallow draft(60 meters) to extend the operability range compared with the spar 

type platform such as Hywind-OC3 which has a very deep draft of 120 meters. In previous study, the global performance of prototype 

FOWT was proposed & discussed by the series of experiment & numerical calculation. The numerical results using 9-node HOBEM  

showed the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ones, and so its performance was validated for sharp edged structure. 

In the parametric study, the wind turbine platform which has the truss spar type shape with damper structure to reduce the 

motion & acceleration responses is suggested. The numerical results for the selected shape design of FOWT were validated 

through a series of convergence test and model test data. In the series of model tests at ocean engineering basin, 

MOERI/KIOST, motion and acceleration at Nacelle responses were obtained for regular and irregular waves. 

The global performance of the model structure has been compared with same class spar-type structure, 5MW Hywind-OC3. 

Finally, a shape design of FOWT to get more improved global motion performance and technical feasibility was also discussed. 

1. 서    론 

태양력, 조류, 파도와 바람을 이용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는 환경친화적이며, 이산화 탄소 배출 및 소음공해 등이 

없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상용화 되거나 개발되는 추

세이다. 특히, 풍력에너지는 영국, 독일, 스페인과 덴마크 

등 유럽연합에서 널리 운용되어지며, 전체 전력공급원의 

10% 이상을 수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비교하여 양질의 풍력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소음공해가 없을 뿐더러, 조망 관점 등에서 

유리하므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 해상풍력구조물

이 해저 고정형인 반면에 최근에는 대수심에 따른 경제적 

인 설치비용과 양질의 풍력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유

식 형태인 스파형(Spar), TLP형(TLP type), 반잠수식형

(Semi-submersible type) 등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

유식 해상풍력플랫폼의 대표적 구조물로 스파형 2.3Mw급 

"Hywind"는 2009년 실해역 설치를 통해 현재까지 운용되

고 있으며, Hywind에 기초하여, 5MW급 Hywind-OC3를 

통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반잠수식 구조물 

형태를 지닌 “Wind-Float”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Jonkman et al. 2010, Roddier et al. 2010). 

최근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장치에 대해 해상풍에 의

한 블레이드의 공기역학적 연성효과를 고려한 시간영역의 

통합거동 수치계산과 다양한 모형실험,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과 관련한 국내외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Jonkman 2010, Robertson et al. 2011, Myhr et al. 2011, 

Shin 2011, Koo et al. 2012, Martin et al. 2012). 

스파형 구조물은 우수한 깊은 흘수와 작은 수선면적을 

가지므로, 우수한 상하운동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운용수

심의 제한이 있다. TLP 형태는 우수한 운동응답특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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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나, 텐던 선장력 변화와 터어빈과 연계된 구조진

동, 텐던 계류장치의 복잡성과 높은 설치비용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전연구로써 5MW급 부유식 해상풍

력플랫폼에 대해 형상설계를 통해 단순형상 구조물로 경

제적인 건조 및 설치비용과 수심 100m 이하의 천해역에서 

운용가능하며, 비교적 양호한 운동성능을 가지는 다양한 

부유식 해상풍력플랫폼에 대한 형상설계를 수행한 바 있

다(Hong S.Y et al. 2012a, 2012b, 김진하 등 2012a, 

2012b).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결과에 나타난 해상풍력플랫폼

의 운동 및 가속도 응답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9절점 고차

경계요소법(9-node HOBEM)을 적용하여 형상설계에 따른 

운동성능에 대한 파라메트릭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형상설계를 통해 보다 우수한 운동 및 가속도 

응답성능을 가진 해상풍력플랫폼을 선정하였다. 또한, 수

치계산결과의 검증을 위해 3가지 해상풍력플랫폼에 대한 

일련의 운동시험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공학수조에서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형상설계를 통해 선정한 부유식 해상풍력플

랫폼의 운동성능에 대한 수치계산 및 시험결과를 상호비

교·분석함으로써 천해에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 형상설계  

2.1 형상설계안

부유식 해상풍력플랫폼의 형상설계에는 복원안정성, 건

조비용, 운동 및 가속도 응답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먼저, 특정 해상풍력 터어빈 하중과 풍속과의 상관관계

(Roddier et al, 2010)를 이용하면, 풍속 12m/sec일 때 최

대 터어빈 하중은 약 760kN 이므로, 이러한 정적 풍하중

에 의한 해상풍력플랫폼의 초기경사각(static heeling 

angle)을 10도 이내의 복원안정성을 만족하는 범위로 가정

하였다.

그리고, 5MW급 Hywind-OC3와 비교하여 1/2이하인  

60m 이하의 흘수로 제한하여 100m 이하의 설치수심에서

의 운용성을 넓히고, 건조 및 설치비용을 경감하도록 형상

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장치의 운용한계를 해상상태 6(Hs 

=5.0m, Tp=12.4s)으로 가정하여 파 주파수 운동을 최소화 

하도록 상하 및 횡/종동요의 고유주파수를 최소 0.4 rad/s 

이내가 되도록 형상설계안을 검토하였다. 

Fig. 1은 이상과 같은 해상풍력발전장치 형상설계 운용

안을 검토하기 위한 파주기에 따른 해상상태별 파도 스펙

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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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of FOWTs

ITTC Wave Specturm

Fig. 1 ITTC wave spectra for varying sea state
   

2.2 파라메트릭 연구

 

Fig. 2는 해상풍력플랫폼의 형상설계안을 고려한 형상이

며, Table 1에 주요제원을 나타내었다.

Type-0 구조물은 본 연구의 형상설계의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5MW급 Hywind-OC3 스파형 구조물이다.

Type-I은 상하 및 종동요 감쇠평판을 갖춘 사각형 단면

으로 배수량 5,100m
3
의 설계초안 구조물이다. 

Type-II와 Type-III 구조물은 Type-I 구조물과 비교하여 

1)스파형 5Mw급 Hywind-OC3 과 반잠수형 WindFloat과 

유사하게 배수량을 7000m
3 
으로 증가시키고, 2) 파향에 따

른 운동응답을 고려하여 원형단면의 수선면과 3) 파랑기진

력 감소를 위해 수선면적을 줄이고, 테이퍼가 있는 트러스 

스파형태(Truss spar type)로 설계하였다. 특히, Type-III 

구조물은 Type-II 구조물보다 수선면적이 작고 수선아래 

부체(Fig.2 의 #1) 흘수가 크며 하부구조물을 원형으로 설

계하여 보다 좋은 운동성능을 가지도록 설계한 형상이다.

Fig. 2 Design concepts of FOWTs



Table 1 Main particulars of floating wind turbine 
      platforms 

Type Disp.[m3] Body Dia./Length Height GMt

[m] [m] [m]

0 8,074 #1 9.4 120.0 21.0

I 5,100 #1 16.0 6.0 6.3

#2 22.0 41.0

#3 24.2 3.0

#4 22.0 0.5

II 7,000 #1 10.0/14.0 37.0 5.5

#2 - 10.0

#3 21.8 3.0

III 7,000 #1 8.0/14.0 44.0 6.0

#2 - 9.6

#3 20.0 3.0

Fig. 3은 규칙 선수파중 상하 및 종동요 응답을 나타내

고 있다. 이때 설계수심은 시험수심을 고려한 144m 이다. 

상하동요의 공진주파수는 Type-I 구조물의 0.35rad/s를 

제외한 나머지 형상들은 약 0.2rad/s로 유사하게 나타났

다. 이는, Type-I 구조물과 비교하여 작은 수선면적과 배수

량 증가 및 테이퍼형상에 따른 영향으로 공진주파수가 저

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생각된다. 

종동요 공진주파수는 모두 0.2rad/s 로 유사하며, 설계

초안인 Type-I 구조물이 전 주파수 영역에서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Type-III 가 Type-0 구조물과 유사한 응답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3 Heave & pitch RAO responses 

Fig. 4는 규칙 선수파중 나셀(Nacelle)의 수평 및 수직가

속도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Type-III 구조물은 수평가속도

에서는 전 주파수 구간, 수직가속도는 0.3rad/s 이전의 장

주기 영역에서 Type-0 구조물를 제외하고 응답이 가장 작

게 나타나며 특히, Type-I 설계초안 구조물과 비교하면 응

답저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5는 해상상태변화에 따른 불규칙파중의 운동과 가

속도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종동요 응답은 Type-I의 설계초안 구조물과 비교하여 

해상상태가 커질수록 저감효과를 보이며 특히, 해상상태 6

에서는 약 50% 의 작은 응답을 보인다. 나셀의 수평가속

도 응답도 종동요 응답과 유사하게 배수량 증가에 따른 

응답저감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특히, 종동요와 수

평가속도응답은 형상설계안에서 Type-III 구조물이 가장 

응답이 작게 나타났다.

Fig. 4 Acceleration responses at nac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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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motion acceleration responses in 
irregular waves

3. 운동모형시험

해상풍력플랫폼의 형상설계에 대한 파라메트릭연구를 

통해 수치계산결과의 검증을 위해 해양공학수조에서 운동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운동모형시험은 Fig. 2의 형상설계

안에서 3가지 모형에 대해 수행하였다. Type-0와 Type-I 

구조물은 선행연구를 통해 흘수 및 시험수조 수심을 고려

하여 1/45 축척비로 수행하였다. 형상설계 개선안은 수치

계산을 통해 Type-II 보다 운동성능이 우수한 Type-III 구

조물에 대해 1/30 축척비로 운동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6은 Type-III 구조물의 형상설계안에 대한 해상풍력

플랫폼 모형의 스프링 계류시스템과 운동 및 가속도 응답 

계측을 위한 센서 위치를 나타내었다. Fig. 7 은 3가지 해

상풍력플랫폼 모형시험 사진이다.

Fig. 6 Schematic view of FOWT model setup



Fig. 7 Wind turbine platform model tests

Fig. 8은 규칙파 및 백색잡음파(white noise spectrum)에 

의한 3가지 형상(Fig. 7)에 대한 운동 및 가속도 RAO 응

답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실선은 계류강성을 고려한 

수치계산 결과이며, 점선과 심볼은 각각 백색잡음파와 규

칙파에 의한 RAO 응답의 실험결과이다.

상하동요는 Type-I 구조물의 경우에 파주파수 범위내인 

공진주파수 0.35rad/s에서 나타난 반면, Type-0와 Type-III 

구조물은 약 0.2 rad/s에서 peak 값이 나타나고 있다. 종

동요는 3가지 형상에 대해 모두 약 0.2rad/s에서 공진응답

을 보이고 있다. Type-III 형상설계 개선안 구조물의 경우

에 설계초안인 Type-I 구조물과 비교하여 운동 및 가속도 

응답의 뚜렷한 감소를 나타났다. 특히, 종동요 및 수평가

속도응답은 Hywind-OC3와 유사하게 작은 응답을 보이며, 

스프링 계류시스템과의 연성효과로 계류시스템의 공진주

파수인 약 0.1rad/s 부근에서 peak 값을 보이고 있다. 전

반적으로 실험 및 수치계산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해상풍력플랫폼의 불규칙파는 운용조건 

SP1(ITTC: Hs=2.4m, Tp=10.0s)과 운용한계조건 SP2( 

JONSWAP: Hs=5.0m, Tp= 12.0s,   )을 고려하였다

(Roddier et al. 2010).

Fig. 9는 해상풍력플랫폼의 SP2조건에서의 불규칙파중 

상하동요 및 종동요 응답의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나타내

고 있다.  Type-III 구조물은 Type-I의 설계초안 구조물보

다 응답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종동요 응답 

스펙트럼의 경우에 Type-III는 Type-0 구조물과 거의 유사

한 응답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10은 3가지 형상에 대해 불규칙파중 운동응답에 대

한 계산 및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규칙파 

응답 결과와 유사하게 Type-III 구조물의 형상설계 개선안

은 특히, 종동요 및 수평가속도응답은 Type-0 구조물

(Hywind-OC3)과 비교하여 거의 유사하게 응답이 작게 나

타났다. 반면, 상하동요와 수직가속도 응답은 Type-0 구조

물 보다 약 2배 정도 큰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운용한계

조건(SP2)에서 각각 0.3m와 0.08m/s
2 rms 값으로써 실제 

응답 수준은 크지 않았다.

불규칙파중의 해상풍력플랫폼의 운동 및 가속도 응답의 

실험 및 계산 결과가 규칙파 결과처럼 잘 일치하고 있다.

Fig. 8 Motion & Acceleration RAO responses 

Fig. 9 Motion spectral density in SP2

Fig. 10 RMS values of Motion & Acceleration responses 

        in irregular waves

4.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부유식 해상풍력플랫폼의 형상

설계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5MW급 해상풍력플랫폼에 대한 수치계산을 통

한 운동성능의 파라메트릭 연구를 통해 100m 이하 수심에 



운용 가능한 단순형상을 가지는 트러스 스파형태의 형상

설계안을 선정하였다. 

- 수치계산 및 운동시험을 통해 해상풍력플랫폼 형상설

계안은 스파형 Hywind-OC3와 종동요 및 수평가속도 응

답은 거의 유사한 응답이 나타났다. 상하운동 응답은 약 2

배 정도로 크지만, 운용한계조건(SP2)조건에서 rms 값이 

0.3m로 실제 응답크기는 크지 않았다. 또한, 수치계산과 

실험의 운동응답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였다.

- 향후, 본 연구에서 고려한 해상풍력플랫폼에 대해 블

레이드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연계시험과 수치

계산을 통해 운동 및 가속도응답의 비교·분석함으로써 적

용 및 운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후    기  

본 논문은 “SHI-KORDI 협력사업을 위한 해양공학수조

를 공동활용연구” 및 “Spar 기반 연계형 지지구조물 기술

개발” 과제와 관련한 결과의 일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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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체의 탄성을 고려한 SPAR기반 풍력발전단지의

 파랑운동특성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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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ave-induced motion characteristics of a few different offshore wind farms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Hydrodynamic coefficients are carried out by High-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Wave diffaction effect by other floaters had been confirmed 
to be negligible as floaters are separated sufficiently. FEM is utilized to model elastic circular cylinders. Minimum energy principle is applied to 

formulate the connector motions and Lagrange multiplier method is adopted. Fairlead motion acts as a boundary condition. Taut mooring lines 
are installed to prevent the model drift-off. The entire system with different numerical schemes are integrated effectively with implicit iteration. 
Some offshore wind farms, which are different in the floater's number, arrangement, heading angle, sea state and number of mooring lines, are 

studied. Results are investigated in aspect of motions of each components and tensions of connector-ends. 

1. 서    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부각되는 가

운데, 해상풍력발전기에 대한 연구는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

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09년부터 노르웨이의 Statiol사가 

개발한 Hywind-OC3 구조물은 실해역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

며, 현재 phase IV 모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JONKMAN 

J., 2010).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수치해석프로그램은 NREL의 

FAST, Texas A & M의 In-house code, Marintek code과 더

불어 한국기계연구원의 WindHydro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단독 부유체 해석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연계형 부유식구조물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의 진행선 상에 있으며, 

기존 확보된 효과적인 다물체 연성해석 기법에 탄성 연결체

를 고려하는 기법을 통합하였다. 

각 부유체의 동유체력은 고차경계요소법(High-Order BEM)

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등가 스프링을 이용하여 선형장력 

형식 계류삭을 모사, 연결체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모

델링하였다. 2X2, 3X3 정사각 배치의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파랑 중 운동 특성 및 연결체 끝단의 구조 해석이 이루

어졌다. 

2. 연계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본 연구에 활용되는 해양구조물의 하부 형상은 5MW급 해

상풍력발전기 Hywind-OC3이며, 이에 대한 제원은 선행 연구

에 기재되어 있다 (김윤호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2X2 및 

3X3 정사각형 배치에 대한 수치해석이 수행되었으며, 후자의 

전체 시스템은 Fig. 1에 모사되었다.

Fig. 1 3X3 Square Array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with Flexible Connectors & Taut Mooring Lines

각 부유체간 이격거리는 부유체 중심을 기준으로 500m이

며, 직경 1.570m, 길이 490.6m의 원형 실린터 형상의 연결체

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선형장력 형식 계류삭의 경우,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SHI-KORDI 협력사업으로써 수행된 2011년 연구결과를 참고

하여 15.608kN/m의 강성을 지닌 계류선으로 결정하였다. 연

결체의 주요 제원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Connector

Item Value
Mair per unit length [kg/m] 1985.0

Mwater per unit length [kg/m] 49.05

Axial stiffness [kN] 4.92e07

Bending stiffness [ 
] 1.28e07

Torsion stiffness [ 
] 9.89e06

Length of each element [m] 9.812

Drag coefficient 1.2

Mass coefficient 2.0

Diameter [m] 1.57

Cross section area [ ] 0.239

환경외력으로는 파랑하중만 고려하였으며, 바람과 조류에 

의한 하중은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두 배치 모두 

Survival Condition인 180 deg 입사, Sea state 8 (Hs = 

11.5m/s, Tp= 16.4sec, ITTC spectrum) 불규칙파 중 운동특성 

및 연결체 끝단의 장력을 계산하였다.

3. 수치해석 기법

3.1 고차경계요소법(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부유체의 동유체력 계수 및 파강제력을 추정함에 있어 포

텐셜 이론에 기반은 파랑그린함수(Wave Green Function)를 

이용한 고차경계요소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속도 포텐셜과 

물체 형상을 9절점 2차 사각 요소로 표현하고 있다. 

경계치 문제에 대한 적분 방정식은 식 (1)과 같다. 이 때 

특이주파수 제거는 Hong(1987)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으

로 처리하였다.







  






 

 




 

  

(1)

위의 방법으로 단독 부유체에 대한 동유체력을 구한 뒤, 

다른 부유체들의 파강제력과 표류력은 위치에 의한 위상차

만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이는 부유체가 충분히 떨어져 있

을 시 파의 교란에 의한 파강제력과 표류력의 변화는 상당

히 미미함을 확인한 선행 연구결과를 근거로 적용한 기법이

다 (Hong et al., 2012). 

3.2 부유체와 연결체, 계류선 연성 해석

부유체와 연결체, 선형장력 계류선의 시간 역 연성 해석 

방정식은 식 (4)와 같다.

  ∞


       

 

     (4)

여기서 Mb, Madd는 부유체 질량 행렬과 무한 에서의 부

가질량 행렬,    는 시간기억함수, Kb, Km은 각각 정유

체력 복원력, 선형장력 수선의 강성행렬을 의미한다. fw는 

랑하 , fc는 연결체에 의한 외력을 의미한다. 연결체의 운

동은 유한요소법으로 정식화되었으며, 이는 Kim et al.(2010)

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4. 수치해석 결과

4.1 2X2 정사각형 배치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먼저 4개의 부유체를 2X2 정사각형 배치를 구성하고, 그 사

이를 탄성 연결체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모든 부유체는 

15.608kN/m의 선형 계류선이 설치되었다. 각 부유체의 운동 

시계열에 대한 통계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는 Fig. 2과 같다.

Fig. 2 Significant Double Amplitude of Floater Motions for 2X2 

Square Array with Sea State 8, Head-sea condition  

       

동일한 선형장력 계류선을 설치한 단독 부유체의 운동값에 

비해 heave, pitch는 유사한 값을 보이나, surge 운동은 연결

체의 설치에 의해 약 25%의 운동 저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결체와의 연성으로 인해 선수파 조건에도 불구하고 좌우운

동(sway, roll, yaw)이 일정값 도출되었다. 

Fig. 3 Time series of Heave Motions of Middle Point of each 

Connector in 2X2 Array with Sea State 8     

이 때 연결체 중앙의 운동은 Fig. 3에 나타나 있다. 초기에 

약 6.0m 처진 상태에서 정적평형을 찾은 뒤 동적 거동을 띄



게 된다. 운동의 절대값은 부유체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Mean & Significant height of tension(Upper) and Bending 

moment(Lower) of Connectors' end and middle    

마지막으로 연결체 끝단에 걸리는 유효장력과 휨 모멘트의 

Mean and Significant Height Value는 Fig. 4로 도식화하였다. 

X축에 평행하게 놓인 1,3번 연결체에 걸리는 장력과 휨 모멘

트가 주된 반면, y축에 평행한 2,4번의 경우 그 값이 미미하

다. 이는 선수파 조건에서 2,4번의 경우 부유체 운동에 거의 

거스르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반면, 1,3번은 파랑하중을 적게 

받음에 따라 부유체 운동에 반하게 움직임으로써 많은 장력

과 모멘트가 걸리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많은 장력과 모멘트를 받는 것은 1번 연결체이며, 이

때 걸리는 응력은 약 218 로 계산되었다. ASTM mild 

steel 시리즈의 항복응력이 약 400  부근인 점을 감안

하면 안전계수 1.2~1.3(Survival Condition) 적용 시 항복응력

을 견딜 수 있는 구조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약식으로써 

피로파괴 및 더 긴 계산결과 등 엄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4.2 3X3 정사각형 배치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다음으로 9개의 부유체를 3X3 정사각형 배치를 한 후 사이

를 12개의 탄성 연결체 및 모서리에 위치한 2, 4, 7, 9번에 선

형장력 계류선을 설치한 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앞선 2X2 

배치와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계산을 수행하였고, 평면운동에 

따른 궤적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Contour of the 3X3 Array Floaters in XY-plane  

동일 선상에 계류선이 설치되지 않은 5, 1, 6번의 경우 약 

14.2m까지 뒤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부유

체들은 선형장력 계류선에 의미 약 7.0m까지만 밀려났다. 그

러나 중앙선에 위치한 부유체들의 과도한 표류로 인해 양 쪽

에 위치한 부유체들의 y 방향 변위가 나타났다. 

 

Fig. 6 Effective Tension of Connectors laid X-axis Parallel with 

4 Mooring Lines 

Fig. 7 Time series of Effective Tension of Connectors laid 

Y-axis Parallel with 4 Mooring Lines 



Fig. 6, 7은 각 연결체 끝단에 걸리는 유효장력을 표현하였

다. X축에 평행한 연결체들에 걸리는 장력이 Y축에 평행한 

연결체들에 걸리는 장력보다 훨씬 지배적인 경향은 2X2 배치

에서와 같다. 또한 절대적 크기도 2X2 배치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8 Significant Double Amplitude of Floater Motions for 3X3 

Square Array with 4 Mooring Lines Case(Upper), One 

line failure Case(Lower) 

마지막으로 4개의 선형장력 계류선이 모두 설치된 경우

(Fig. 8 Upper graph)와 9번 부유체에 설치한 계류선이 파단

되었을 시에 대한 영구적으로 해석한 경우(Fig. 8 Lower 

graph)를 비교하였다. 

먼저 위 그래프를 Fig. 3과 비교했을 시 전후운동이 약 

1.0m 감소하였다. 반면, 상하운동과 종동요운동은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값이 미미하다. 이는 부유체보다 연결체가 

더 많이 늘어남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운데 

선 상의 부유체들은 대칭적인 배치로 인해 좌우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8의 위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를 비교하였을 시, 9번 부

유체의 surge, heave, pitch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로 인해 다른 부유체들의 운동도 증가하였으나 그 크기는 크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포텐셜 이론 기반의 부유체 운동해석 기법

을 이용하여 탄성 연결체와 선형장력 계류선이 설치된 해상

풍력발전단지의 파랑 중 운동응답 및 연결체 구조해석을 수

행하였다. 2X2, 3X3 두 가지 정사각형 배치에 대해 Survival 

Condition에서 해석이 수행되었다. 특히 3X3의 경우 한 계류

선이 영구적으로 파단된 경우에 대해서도 수치적 접근이 이

루어졌다.

(1) 2X2 배열의 해석 결과, 전후 운동이 단독 부유체 운동에 

비해 약 25% 감소하였고, 다른 운동의 경우 비슷한 값이 도

출되었다. 연결체와 선형장력 계류선과의 연성으로 인한 좌우

로의 운동도 미미하지만 발생하였다. 선수파가 들어옴에 따라 

x축에 평행한 연결체에 걸리는 장력이 y축에 평행한 연결체

의 그것보다 훨씬 크게 계산되었다.

(3) 3X3 배열의 해석 결과, 정성적으로는 전의 계산과 유사

한 결과가 나왔으며, 더 많은 연결체의 설치로 인해 전후운동

이 소폭 감소하였다. 

(4) 영구적인 4번 선형장력 계류선의 파단 시, 9번 부유체의 

운동이 단독 부유체보다 크게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부유체의 운동도 증가하였으나,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선형 복원력 계류선으로의 

확장, 공력과 로터동력학의 적용을 통해 해석기법의 고도화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최적의 배치를 위한 여러 가지 설계인자

를 변화시키며 구조물의 운동응답 및 구조적 안정성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SPAR 기반 연계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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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풍력발전 추진현황
이준신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Offshore Wind Development in Korea 

Jun-shin Lee

요 약

세계 각국은 에너지 환경, 안보 및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경쟁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 중 기술의 완성도 및 경제성이 가장 앞서있는 풍력발전분야의 참여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GWEC (global

wind energy council)의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전세계 전기에너지 소비량 중 2.4%가 풍력에너지로 공급되고 있으며, 

정상적이라면 2020년에 8.9%와 2030년에는 15.1%의 비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풍력선진국인 독일, 

스페인, 덴마크, 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육상풍력은 양호한 입지의 고갈과 민원의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해상풍력 개발이 

급신장하고 있다. 해상은 육상에 비해 대형터빈 설치가 가능하며 대단위 풍력단지를 조성하기가 용이한 반면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육상풍력단지 보다 경제성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상풍력기기의 설치기술 및 유지보수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향후 해상풍력발전 분야가 풍력발전분야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육상 풍력입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협약이행과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표방하며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이하“국기본”)을 통해 2030년 까지 총 1차 에너지 중 11.5%를 신재생에너지

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확정하였다.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그 대상자이며 2012년 2%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10%로 점진

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를 만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할 계획이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업체에게 큰 기

회임은 분명하지만 제도를 정립한 국가와 이를 수행해야할 발전사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적 의지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인 RPS 제도가 제시되었지만, 현실적 기술기반 하에서 

공급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로드맵은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인 추

세와 기술적 완성도 및 경제성을 감안하면 풍력발전이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70%이상이 산악지

대로 되어있어 백두대간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풍력단지를 조성에 적절한 육상부지가 매우 적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개

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이하 “지경부”) 과제로 “국내해상풍력 중형 발전플랜트 타당성 조사연

구” 연구과제가 발주되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해안에 2.5GW 용량의 대단위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해상풍

력로드맵을 2010년 11월 1일 발표하였다. 

정부는 1차 국기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확보라는 국가적인 큰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RPS 시행을

확정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해상풍력에 대한 개발의지도 공표하였다. 하지만 해상풍력로드맵에서 발표한 2.5GW 

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인 목표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제는 각 신재생에너지 

관계자들이 국가가 제시한 큰 틀 안에서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이 기여할 바를 세부적으로 그려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한국 해상풍력주식회사가 ‘12년에 정식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산학연 관계자 들이 자신이 서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

개인이 기여해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발행되는 연구 및 검토 결과에 의존하

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추진일정 및 체계를 갖추어야만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는 알찬 결과를 얻을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추진현황과 돌파해야만 되는 사항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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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4 반잠수식 해상풍력터어빈의 모형시험
신현경(울산대학교), 이우섭(현대중공업)

Model Test of an OC4 Semi-submersibl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H. SHIN (University of Ulsan), W.S.LEE (Hyundai Heavy Industry, Inc.)

요 약

최근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변화 및 환경 오염 문제와 함께 원유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로서 재

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발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 중의 하나로

서 풍력에너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유럽 및 미국은 오래 전부터 육상풍력에너지 개발을 장려하여 왔다. 그러나 적정

한 육상 공간의 고갈, 소음 공해 등으로 육상에 풍력터어빈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차츰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이 

활성화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더 좋은 풍력 자원의 확보를 위해 심해로 차츰 눈길을 돌리면서, 자연히 부유식 해상

풍력터어빈 개념이 제시되어졌으며, 최근 5년 사이 실해역 부유식 해상풍력터어빈의 설치가 유럽의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면서, 관련 해외 산업체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부유식 해상풍력터어빈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복합해상환경 하에서

의 부유식 해상풍력터어빈의 거동 예측과 성능 평가를 위한 해석 프로그램의 개발은 해상풍력 전문가들의 주요 토픽들 중의 

하나로 급부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 기구의 활동으로서 IEA Task30 부유식해상풍력터어빈 해석 프로그램 상호 비교, 

협동연구 등을 위한 OC4 (Offshore Code, Collaboration, Comparison, Continuation for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프로젝

트가 진행되고 있다. OC4 Phase 2에서는 해석을 위한 공통 해상풍력터어빈으로서 반잠수식(Semi-Submersible)형식의 5MW 부

유식해상풍력터어빈이 마련되었고, 현재 2년 차 마지막 해석 조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OC4 반잠수식해상풍력터어빈의 1:80 축척의 모형시험 수행 및 Task30 OC4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보여 주고 있

다.

Keywords : IEA Task30 OC4 Semi-submersible Offshore Wind Turbine, Model test,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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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연성을 고려한 부유식 풍력 터어빈 모형시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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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loating Wind Turbine 부유식 풍력 터어빈, Blade 블레이드, Coupling Effect 연성효과, Model test 모형시험, Froude 
number similitude 후루드 수 상사, Reynolds number 레이놀즈 수, Model similarity 모형상사성  

ABSTRACT: A study was performed on the model test for floating wind turbine with rotating blades in wind. In the model test for 
offshore structures in waves, the Froude number similitude has been used, which is preferred for the model test of floating 
wind turbine because wave forces as the dominant external forces for a floating vessels can be properly scaled down. 
Howe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erodynamic loading which is dependent on Reynolds number strongly. Since the 
geo-sim blade (down-scaled in Froude scale) produces lower thrust and torque than required due to the large difference of 
Reynods number, a new blade was designed to generate the required thrust at low Reynolds number. In view of global motion 
of the floating wind turbine, the proper thrust in model test could be most important as it directly affect the global motion. 
Due to the requirement of light weight of model blade, the model blade was made by using carbon fiber. 
The model test with rotating blades was performed at an ocean basin in wave and wind; the impact from the rotating blades 
to the global mo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model test. As a result, the low frequency motion was increased by wind, 
which could be reduced with a proper turbine controller. However, the application of controller should be examined through 
the coupled analysis and model tests.

1. 서    론 

 

부유식 풍력 터어빈 (Floating Wind Turbine, FWT) 은 고정식 

풍력 터어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수심 

40m 이상의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2020

년 이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미

국 동부, 일본 등에서 상업용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Hywind (노르웨이) 와 Windfloat (미국) 과 같은 2MW급의 

실증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유식 풍력 터어빈은 70~90m의 높이에 무게가 집중되어 있

고, 플랫폼의 크기는 작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성

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동시에 파도 중 운동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운동 고유 주기를 길게 가져가야 하지만 이는 안정성

을 희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높은 안정성과 좋은 

운동 성능을 만족하는 SPAR 및 TLP 등을 중심으로 부유식 풍력 

터어빈 플랫폼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유식 풍력 터어빈의 플랫폼 자체는 기존의 

유전개발 및 생산에 사용되어 왔던 플랫폼의 연장선에서 개발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심해유전 개발을 위한 플랫폼은 

수십년간 개발된 해석법과 모형시험을 포함한 검증된 일련의 설

계 방법이 존재한다. 또한, 해석법 및 모형시험에 대한 상관관계

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부유식 풍력 터어빈은 기존의 플랫폼에 회전하는 풍력터어빈

과 긴 타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풍력 터어빈의 성능해석을 

위해서는 aero-hydro-servo-elastic의 연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해석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FAST (NREL), SIMO/RIFLEX+HAWC2 (MARINTEK), 

GH-bladed (Garrad Hassan)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연성거동해석 모델은 모형시험이나 실선 계측 데

이터로 검증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아직까지 해석 모델과 모

형시험 (또는 실선)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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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요 원인은 아직 충분한 모형시험의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DeepCwind 

consortium에서 주관한 MARIN (네덜란드)에서 체계적인 시험이 

이루어졌지만 (Koo, 2012), 그 이외의 시험의 결과는 거의 발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모형시험이 수행되어 충분

한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해석모델의 검증과 추후 인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 파도, 그리고 조류가 포함된 복합 환경 하에서 연성거동

을 포함한 모형시험은 아직 시도 자체가 도전적으로 여겨질 만

큼 시도가 많지 않았고, 모형 시험에 대한 적절한 기법자체의 

논의도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ABS, 2012). 본 논문에서는 부

유식 풍력 터어빈의 블레이드 연성을 고려한 모형시험의 기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행된 모형시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Fig. 1 A snapshot of model test with rotating blades

2. 모형시험

블레이드 연성을 고려한 모형시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

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공학수조에서 수행되었다. Fig. 

1에서 바람과 파도를 재현한 상태에서 터어빈을 회전시키면서 

수행한 모형시험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7MW 급의 풍력터어빈을 기초로 하여 모형 풍력터어빈의 제원

을 결정하였다. 

2.1 모형블레이드의 설계 및 제작  

파도 중의 부유식 플랫폼에 대한 모형 시험은 주 외력이  

파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Froude 수에 의해 

상사법칙을 만족시킨다. 하지만 , 부유식 풍력터어빈에 작용하

는 외력은 파도와 조류에 의한 외력뿐만이 아니라 바람과 블

레이드의 회전의 공력에 의한 외력도 존재한다. 이러한 풍력발

전기 블레이드의 공력 특성은 알려진 바와 같이 Reynolds 수

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풍력터어빈 모형시험에서 실제 풍력

발전기와 같은 공력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Reynolds 수에 의

한 상사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Froude와 Reynolds 수를 동

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블레이드를 Froude수의 상사법칙으로 축소 모형을 제

작하게 되면, 모형시험에서 블레이드에 의한 thrust와 torque가 

Froude 법칙에 의하여 상사된 양만큼 나오지 않게 된다. 

(Martin, 2011) 

Fig. 2는 부유식 풍력 터어빈의 블레이드 팁에 사용된 NACA 

익형을 대상으로 Reynolds 수에 따른 양력계수( )와 항력계

수( )의 변화를 나타낸다. 공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anel method 기반의 XFOIL (Drela, 2001)을 사용하였다. 일반

적인 풍력터어빈의 블레이드 팁 근방에서의 에어포일 설계 받

음각은 0deg ~ 6deg이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 받

음각 영역에 걸쳐 6×104 Reynolds 수의 양력계수는 6×106 

Reynolds 수의 양력계수에 비해 현저히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항력계수는 양력계수와 달리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에

어포일의 양력계수, 항력계수와 블레이드 단면 power계수 

( ), thrust 계수(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sin  cos      (1)

    cos  sin      (2)

여기서, 는 attack angle(deg), 는 induced velocity를 고려한 

inflow angle(deg)을 의미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블레이드 형상을 Froude 상사법칙에 

의하여 축소하게 되면 실선에서 요구하는 thrust 및 power 보

다 작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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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erodynamic characteristics in high and low Reynolds 

      number condition: Lift coefficients(left) and Drag 

      coefficients(right)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real scale blade and model scale  

blade

TSR = 10.44 Cpower [-] Cthrust [-]

Real scale offshore blade 0.492 0.810

Small scale offshore blade -0.289 0.236

실선 부유식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와 Froud 수로 축소한 블

레이드 모형을 대상으로 TSR의 상사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CFD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블레이드의 power 계수와 thrust 계수

는 실제 블레이드에 비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Reynolds 수에 크게 의존하는 블레이드의 공력 특성

을 모형스케일에서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형시

험을 위해 저 Reynolds 수에서 우수한 공력 특성을 나타내는 

두께비가 작은 층류 에어포일을 사용하여 모형 블레이드 재설

계를 수행하였다. 

제작상의 제약조건으로 두께비를 최소 5% 이상 확보하면서 

설계를 수행하였다. 공력계수는 XFOIL (Drela, 2001)을 활용하

였으나, 저 Reynolds 수에서는 XFOIL의 수렴 문제로 인해 정

확한 설계 공력 계수 확보가 어려워 설계 후 CFD를 이용한 공

력 성능 평가를 병행하였다. 재설계된 블레이드의 단면 에어포

일은 구조적 강성을 고려하여 두께비를 6~21%로 구성하였으며 

CFD로 평가한 블레이드의 공력 특성은 TSR=10.44에서 power

계수 0.093, thrust계수 0.681의 공력 특성을 나타내었다. 블레

이드의 코드길이를 증가시켜 블레이드의 thrust 계수(0.681)를 

실제 블레이드의 thrust계수(0.810)와 동일하게 설계가 가능하

지만, 블레이드 중량의 제약조건 ( 250g 이하/길이 1.33m ) 으

로 thrust는 85% power는 20%에서 설계하였다.

Thrust는 90m 높이에서 플랫폼에 큰 모멘트를 야기하고, 이

에 플랫폼의 운동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Thrust를 가능

한 근접하게 맞추고자 하였으며, power는 더 이상 증가시키기 

힘들었다. 

앞서 말하였듯이 경량의 블레이드 제작을 위해서 탄소섬유

를 재료로 블레이드를 제작하였으며, 제작 및 시험의 편의를 

위해서 모형 스케일은 1/55로 선정하였다. 이 스케일에서 블레

이드의 길이는 1.33m로 결정되고, 모형 풍력 터어빈의 주요한 

치수 및 무게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odel turbine 

Blade length [m] 1.33

Blade weight [g] 250

RPM [rev/min] 90

Nacelle weight [kg] 2.0

Tower top [kg]

(Blade+hub+nacelle)
3.5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경량으로 블레이드를 제작하였지만, 결

과적으로 약 20%정도 무겁게 (~300g) 제작이 되었다. 제작 후

에 모형 블레이드에 무게를 가하여 블레이드의 끝단의 변형 

정도를 계측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선

스케일로 thrust의 작용점으로 예측되는 블레이드 길이의 67% 

위치에 60tonf를 가했을 경우 3.2m의 끝단의 변형이 계측되었

다. 실선의 경우 정격출력(rated output)의 풍속에서 약 10m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형

의 강도가 실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의 상사는 제작 

시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지 모형시험에 필요한 강도의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2.2 센서부 및 구동부의 구성 

 

Table 3 Measurement items and sensors

Measurement items Sensors Remarks

6-DOF motions ATOM
Optical motion

measurement sytem

Accelerations

at nacelle
accelerometer 3-axis

Thrust loadcell
Force and moment at 

top of tower (3-axis)

RPM encorder

Mooring tension loadcell 1-axis 



Period[s] freq. [rad/s]
Pitch/roll 35.09 0.18 
heave 27.14 0.23 
Yaw 19.52 0.32 

  

 

Fig. 2 Sensors and an actuator equipped on the model wind 

turbine

 

풍력 터어빈 모델에는 블레이드를 일정 RPM으로 회전시키

기 위한 구동장치 및 6자유도 운동, nacelle에서의 가속도, 

thrust, torque, 회전수, 계류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센서를 설치

하였다. 계측항목 및 사용된 센서의 자세한 내용은 Table 3에 

나와 있다. 또한, 설치된 모습은 Fig. 2에 나타나 있다. 

모형시험은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 모터를 구동하여 블레이

드를 일정한 RPM으로 회전하면서, 이때 발생하는 thrust와 

torque 및  6자유도 운동과 가속도를 계측한다. 

블레이드의 pitch 제어와 터어빈의 yawing 제어를 위한 시스

템은 모형시험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이번 시험에서는 고

려하지 않았다.

2.3 모형시험 프로그램 및 환경조건 

풍력터어빈 모형시험은 바람 중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서 

전체 플랫폼의 거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주로 보고자 하

였다. 이런 목적에 맞게 모형시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Table 4에 간략히 나타내었다 (Martin, 2011). 

모형시험에서 고려한 환경조건은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풍속은 대상 풍력터어빈의 최대 tip speed가 되는 9.0m/s와 생

존조건에 해당하는 46m/s을 선정하였고, 생존조건의 경우 

blade의 pitch를 조절하고, 회전하지 않도록 하였다. 파도 조건

은 운동 RAO를 구하기 위한 규칙파/white noise spectrum, 그

리고 운전조건과 생존조건에 해당하는 불규칙파를 선정하였다.

Table 4 Model test program

Test items Description
Hammering test Tower natural period

Thrust-torque-wind speed 
Relationship between 

thrust-torque-wind speed

Wind speed distribution Wind speeds around blade sweep area

Free decay test w/wo steady 

wind

System natural period and damping

w/wo wind

Regular waves w/wo steady 

wind
Motion RAO w/wo wind

White noise w/wo steady wind Motion RAO w/wo wind

Irregular waves tests

Opeartion and survival

Combination of wind and waves

Survival condition with feathered turbine

Table 5 Wave conditions

Hs[m] Tp[sec] Spectrum Remarks
Regualr 8 waves

White noise 5.0 4~33.6

Operation 1 2.4 10.0 PM Vw=9.0m/s

Operation 2 5.0 12.0 Jonswap Vw=9.0m/s

Survival 11.2 16.7 PM Vw=46m/s

3. 모형시험 결과 

부유식 풍력 플랫폼은 SHI-KORDI 공동연구를 통해서 5MW 

급으로 개발된 Spar를 사용하였다(김진하, 2013). 부유체의 배수

용적은 7000m3 이며 GM은 6m로 맞추었으며, 시험 중에 계측한 

각 운동모드의 고유주기는 Table 6과 같다. 부유체의 계류를 위

해서 선형스프링을 이용한 4점 taut 계류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김진하, 2013).

 

Table 6 Natural periods of motions in real scale

준비 시험의 일환으로 hammering test를 통해서 tower의 고유

진동수를 계측하였는데, 1차 모드가 모형스케일로 3.4Hz로 실

선의 translation mode의 3Hz (모형스케일) 보다 좀 더 강하게 

모델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람 발생을 위해서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선박해양플랜

트연구소의 바람발생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준비시험에서 블레

이드의 sweep area에 대해서 hot-wire 풍속계를 이용하여 위

치별로 풍속을 계측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위치 별로 

균일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추후 시험에서 균일한 풍속을 얻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ig. 3 Comparison of spectral density of pitch motion with (blue) 

and without (red) wind and rotating blades at the operation 2 

wave condition (Hs=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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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left) and spectral density(right) of measured 

wind speed 

모형시험 결과 중에서 불규칙파 중의 pitch 운동의 스펙트럼

을 블레이드가 회전할 경우 및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두 결과를 비교하면 파도 주파수대의 운동에서는 블레이드의 

회전과 바람에 의한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서 운동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주파수 운

동은 큰 차이를 보이며, 블레이가 회전할 때 저주파수 운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저주파수 운동은 바람 발생장

치의 바람의 성분에 포함된 저주파수 성분에 의하여 주로 야기

된 것으로 보인다. Fig. 4에는 한 계측된 바람의 시계열 및 스펙

트럼 해석을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주파수에 상당히 큰 에

너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저주파수 성분이 터어빈의 

저주파수 운동을 크게 야기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주

파수의 pitch 운동은 풍력터어빈에서의 큰 운동을 야기하여 풍

력터어빈의 효율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모형시험의 관점에서는 Steady wind를 가정하여 시험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바람발생장치의 저주파수 변동성분을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실제 해상에서의 풍속은 이러한 저주파수 성분이 

상당히 크고 이를 위해서 풍력터어빈의 제어가 필요하다. 본 실

험에서는 블레이드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켰기 때문에, 바람의 

저주파수 성분에 의한 저주파수 운동이 크게 야기된 것으로 보

이며, 실제로 풍력터어빈의 제어기의 성능에 따라서 이러한 저

주파수 성분의 운동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제어기를 포함한 연성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저

주파수 운동의 증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형시

험에서도 블레이드 피치제어를 포함하여 좀 더 실제에 가까운 

상태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부유체의 yaw error(γ)의 증가로 cos2에 비례하여 풍

력터어빈의 효율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yaw 각도

제어기의 포함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Madson, 2003).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풍력 터어빈의 블레이드 회전을 고려한 

모형시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실선과 모형선의 Reynolds 수의 차이에 의한 공력특성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모형 블레이드를 새로 설계하여 실제에 

근접한 thrust를 얻었으며, 카본 섬유로 가벼운 모델 블레이드를 

제작하였다. 

(2) 이를 이용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공학수조에서 

파도와 바람의 복합 환경 하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바

람 중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서 전체 플랫폼의 거동에 어떤 영

향이 있는지를 주로 살펴 보았다.

(3) 모형시험 결과 중에서 불규칙파 중의 pitch 운동의 스펙트

럼을 블레이드가 회전할 경우 및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파도 주파수대의 운동에서는 블레이드의 회전과 바

람에 의한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서 운

동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주파수 운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저주

파수 운동은 바람 발생장치의 바람의 성분에 포함된 저주파수 



성분에 의하여 주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4) 실제 해상에서의 풍속은 이러한 저주파수 성분이 상당히 

크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풍력터어빈의 제어가 필요하다. 본 실

험에서는 블레이드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켰기 때문에, 바람의 

저주파수 성분에 의한 저주파수 운동이 크게 야기된 것으로 보

이며, 실제로 풍력터어빈의 제어기의 성능에 따라서 이러한 저

주파수 성분의 운동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향후 제어기를 포함한 연성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저주파

수 운동의 증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형시험에

서도 블레이드 피치 및 yaw 각도 제어기를 포함하여 좀 더 실제

와 가까운 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험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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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선박의 주요 기진원과 인접한 기관실 및 선미에는 선박 운항상 필요한 연료 및 청수 Tank 구조가 
많이 배치되어 항상 진동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구조물이 공진으로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면 불쾌감 뿐 아니라 
구조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건조 중, 인도 후에 진동 문제가 야기되면 보강 비용 및 납기 지연 
등선박 품질 측면에서 회사 이미지에 손실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진동문제를 설계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한 검
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각 조선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설계실 실정에 맞게 진동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
고 있다. 관련 서적이나 논문을 살펴보면 단순 평판에 대한 것으로 제한된 경계조건(고정-고정, 단순-단순, 고정
-단순)을 부여하거나 회전 Spring으로 stiffness를 산출하여 고유진동수를 계산하는 방법 소개가 주요 내용이다. , 
하지만, 선체의 local 진동이 발생하는 선미부와 E/R내 구조는 Panel과 panel이 직각(90’)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경계조건을 공유하는 구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조건을 반영한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직
까지 연구 실적이나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인 Box형 격벽 구조의 경계조건을 
고려한 계산 방법을 찾아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쉽게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목적이 있으며, 본 논문은 
실제 Panel 구조물에 적용하기 전 개발한 정식화를 연결형 beam에 적용하여 고유진동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
개하였으며 이를 유한요소법 결과와 비교하여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선박의 주요 기진원과 인접한 기관실 및 선미에는 

선박 운항상 필요한 연료 및 청수 Tank 구조가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항상 진동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물이 공진으로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면 

불쾌감 뿐 아니라 구조 손상, 장비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실제로 F.W. Tank에 

진동으로 인해 격벽에 Crack이 발생하여 보강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건조나 인도 후에 진동 문제가 야기되면 

보강 비용 및 납기 지연 뿐만 아니라 선박 품질 

측면에서 회사 이미지에 손실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진동문제를 설계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한 

방진설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각 조선소는 

자체적으로 설계실 실정에 맞게 진동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서적이나 논문을 살펴 보면 

단순 Local Panel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단순 평판에 

제한된 경계조건을 부여하거나 회전 Spring에 강성 

값을 적절히 고려하여 고유진동수를 계산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다. 그러나 선체의 local 진동이 발생하는 

선미부와 E/R내 구조는 Panel과 panel이 직각(90’) 

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경계조건을 공유하는 구조로 

이에 대한 계산 방법이나 설명은 아직까지 연구 실적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이나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Fig.1  The shape of tank in the vessel

Fig.1은 선미나 E/R내 Tank구조 형상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처럼 직각으로 연결된 panel 

구조를 단순 평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실제 

연결구조가 어떤 거동을 하는지 연결형 beam을 

가지고 확인 하였다. 

Fig.2는 연결형 beam과 단일 beam의 FEM해석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1차 

모드는 연결지점에서 단순 경계조건, 2차 모드는 고정 

경계조건의 형태를 갖는 모드가 반복 적으로 고차 

모드까지 나타난다.

즉 두 가지 경계 조건의 조합된 형태가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결형 

구조의 경우 제한된 경계 조건을 이용한 계산 

방법만으로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Fig.2  The comparsion of mode shape for the beam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결 beam 구조의 실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형상 함수를 구현하였다. 연결 

구조로 인한 자유도계 증가는 구분모드 합성법(경사각, 

모멘트 일치 조건)을 이용하여 자유도계를 줄였고, 

Rayleigh 방법을 적용하여 고유 진동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정식화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유한요소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2. 파형가정함수

2.1 파형가정 함수

위에서 언급 했듯이 연결형 구조는 경계 조건의 

조합으로 구성됨으로 파형 가정함수도 이러한 경계 

조건을 포함한 수식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파형 가정함수를 구현하기 전 

구조물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 Beam에 대해 

FEM 해석을 수행하였고, Mode Shape 결과를 

참조하여 파형 함수를 구현하였다.  

beam 해석은 3가지 경계조건 (고정-고정, 고정-단순, 

단순-단순)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각 조건에서  차수의 

mode shape에 대응하는 파형함수를 정의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경계조건 중 고정-고정 조건에서의 

파형함수 구현 과정을 살펴 보면, 먼저 일반 다항식을 

정의하고 여기에 양단 구속조건을 적용하여 계수를 

결정하면 
234

1
2)( xxxxy +−= 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방정식이 양단 고정 Beam의 1차 Mode 

Shape을 나타내는 파형함수가 된다. 2차 Mode는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1차 함수에 

(x-1/2)을 곱하면 중간위치에 node점을 갖는 2차 

mode함수를 구현 할 수 있다. 3차 형상 함수는 2차 

함수에서 변곡점을 구함으로써 node를 얻을 수 

있으며. 파형함수에 대한 일반 표현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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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단순-단순 및 고정-단순 조건에서 기본 

파형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위 방법은 고차항에 

대한 파형 함수도 쉽게 확장 이 가능함으로 고차항에 

대한 고유 진동수와 Mode Shape도 어렵지 않게 

구현이 가능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2 파형가정 함수의 일반화

 파형 가정함수에 의한 진동해석을 위해서는 해석 

구조물의 운동에너지 및 탄성에너지 계산식이 

필요하다. 이에 Beam에 대한 에너지 계산식은 

식(2-1)에 정의한 일반 다항식을 이용 하였다.

양단 고정의 제한된 경계조건을 갖는 단순 beam의 

모드 함수를 ψ, 고정-단순의 경우 Ф, 단순-단순은 

θ로 정의하고 , p(t)를 일반 좌표계로 가정할 때 파형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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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2)~(2-4)의 단일 beam의 경우 식(2-8), (2-9)에서 

mass와 stiffness matrix가 결정되면 (2-7)에 의해 

고유진동수가 결정된다.

3. Component mode 합성법

연결형 beam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유 

모드가 경계조건의 조합된 형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파형함수도 이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결형 구조의 경우 자유도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모드 합성법을 사용 

하였으며 아래 식(3-3)과 (3-5)에 언급하였다. 

 Fig.2 ‘ㄱ’자 연결형 beam의 경우 파형함수의 

조합을 고정-고정, 고정-단순 조건의 다항식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무차원 길이좌표 L

x
=ξ

를 

이용하여 정리 하였다. 수평 부재를 ),(
1
ξy  수직 

부재를 )(
2
ξy 라 하면 각 beam에 대한 파형 함수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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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결지점에서 slope과 모멘트 연속성을 

고려하면 식(3-1)과 (3-2)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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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

FEM 29.1 41.8 92.9

AMM 29.4 4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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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2개의 경계조건이 사용되었으나 수평과 

수직 부재의 파형함수 개수를 동일하게 구현할 경우 

연결부재간 동일 파형 함수들을 weighting factor 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유도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구속 조건으로부터 식(3-2) 다항식을 

(3-1)식의 자유도계를 이용하여 표현 가능하며 

)(
1
ξy , )(

2
ξy 를 동일 좌표계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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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에너지 산식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수를 계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mass와 Stiffness matrix는 

아래와 같이 일반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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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정식화에 의한 계산 결과의 검증을 

위해 Fig.2의 ‘ㄱ’자 연결형 Beam의 FEM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결형 beam의 property는 

아래와 같다.

I = 3.333e-4 m4

ρ = 7,850 kg/m3

E = 2.1e11 N/m2

L1 = L2 = 5m

 식(2-1)로부터 파형가정 함수를 4차 모드까지 

정의하여 사용하였으며, Beam 길이 변화에 따른 

결과를 아래 Table에 나타내었으며, 아래 결과 중 

beam 길이 1 : 0.6의 경우에 대해 mode shape을 FEM 

결과와 비교하였다.

Table 1. The case of L1 : L2 = 5 m

Unit : [ Hz ]

0.5

0.2

< Beam 단면>



1차 2차 3차

FEM 35.2 86.5 112.7

AMM 35.3 92.3 120.9

1차 2차

FEM

AMM

1차 2차 3차

FEM 35.9 97.7 136.8

AMM 36.1 107.6 144.8

Table 2. The case of L1 : L2 = 5m : 3m

Unit : [ Hz ]

 

Fig.3  Mode shape of calculation result

Table 3. The case of L1 : L2 = 5m : 2.5m

Unit : [ Hz ]

위 결과에서 보듯이 저차 고유진동수의 경우 mode 

shape과 FEM결과가 계산 결과와 근접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고주파수로 증가하면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10% 내외의 결과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식화 계산 결과와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4. 향후 연구방향

설계 과정에서 설계자가 손쉽게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2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Beam계산에서 Box형 구조로의 확장하는 것으로 

Fig.1에서 언급한 실제 tank boundary에 정식화를 

적용하여 고유진동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둘째는 tank내 청수나 연료유가 접수되는 경우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이는 논문이나 문헌에서 접수 

효과에 대해 유체역학적 특성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접근 

방법 보다 계측 data를 활용한 방법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접수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5. 결   론

 Tank 격벽 연결부의 고유진동수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연결형 beam 구조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beam 

거동을 고려하여 파형함수를 정식화 하였으며 연결부 

에서 자유도계가 증가하는 부분은 구분모드 합성법 

(경사각, 모멘트 일치)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개발된 

정식화에 의한 계산결과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검증 하였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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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복합형 석션 버켓기초의 지지력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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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Capacity of Hybrid Suction Bucket Foundation with Mat 
using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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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uction bucket foundation 석션 버켓기초, Hybrid foundation 복합 기초, Resistance capacity 지지력, Numerical 

analysis 수치해석

ABSTRACT: Suction bucket foundations are applied to support subsea equipment, and the need for research on evaluation and 

enhancement of resistance capacity is being raised. In this study, the resistance capacity of hybrid suction bucket foundations with 
a top mat was analysed in comparison with the ordinary monopod bucket without the mat. FEM numerical models were 
developed using ABAQUS. Model verification was performed and the effect of modeling method was reviewed. Sand and clay soil 

conditions were considered and horizontal and vertical load conditions were applied. The resulting load-displacement curves were 
analyzed to compare relative resistance capacity ratios. The hybrid suction bucket foundation with mat was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monopod bucket without the top mat.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hybrid suction foundation could be a way to 

improve resistance performance.

1. 서    론 

석션 버켓기초는 기초 내부와 외부의 수압차에 의하여 발생하

는 관입력을 이용하여 지반에 관입되며 해양구조물의 기초로서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Bang 등, 2000). 이러한 특성에 기반

하여, 고정식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기초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계류를 위한 앵커로 다수 활용되어 왔다(Andersen 등, 2005; 

Jostad and Andersen, 2006). 최근에는 해상풍력발전의 기초로

서도 주목받고 있으며(Houlsby 등, 2005),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Villalobos, 2006; Zhu 등, 2011; 이치홍 

등, 2011; Choo 등, 2012). 심해저에 설치되는 해양플랜트 설비

의 기초로 석션 버켓기초가 적용되고 있으며(Sparrevik, 2002),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성능 증대를 위한 기술 개

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해저 해양플랜트용 기초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모노포

드 버켓기초에 매트가 결합된 복합형 석션 기초 대해서는 최근

에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원심모형실험을 사용하여 다수의 버

켓기초와 매트가 결합된 경우의 지지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Gaudin 등, 2011), 수치 모델링을 이용하여 지지력 거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Bienen 등, 2012). 또한, 설치시 석션 적

용 여부에 관계 없이 지반에 근입되는 부분을 스커트 부분으로 

감안하여 스커트에 의한 지지력 거동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Bransby and Yun, 2009). 그렇지만, 매트가 없는 기존의 버

켓기초에 대해서도 지지력 평가 기법에 대하여 현재 연구가 진

행중인 상황이며, 그에 비하여 좀 더 복잡한 지지력 거동을 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형 버켓기초에 대해서도 지지력 평가 

및 설계 기술 정립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 모델링을 통하여 매트 복합형 석션 버켓

기초에 대하여 기존의 매트가 없는 모노포드 형태의 버켓기초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지지력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합형 

기초를 적용함으로써 버켓기초의 성능 향상 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2. 해석 대상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외경(D = 5.0m)을 가진 버켓기초에 대

하여 매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상대적인 지지력을 평가

하였으며, 지반에 근입되는 버켓기초 스커트(벽체)의 길이에 따

른 변화를 검토하였다. 스커트의 두께는 외경의 2%에 해당하는 

0.1m로 설정하였으며, 매트가 없는 일반 단일형 버켓기초의 경

우 상판 두께는 0.1m이다. 매트가 있는 복합형 버켓기초의 경우

에는 재하시 매트 자체의 과도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를 0.5m로 설정하였으며, 매트 무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하여 매트의 단위중량은 1/5 비율로 감소시켜 적용하였다 

(Figure 1). 매트는 원형으로서 직경(B)은 버켓의 직경 대비 두 

배인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case와 버

켓기초의 치수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Items
Bucket without 

Mat
Bucket with 

Mat

Bucket diameter, D [m] 5.0 5.0

Bucket(Skirt) length, L [m] 5.0 5.0

Mat diameter, B [m] - 10.0

Top lid/Mat thickness [m] 0.1 0.5

Boundary distances H, V 2.0D H, V 5.0D

Soil conditions Sand, Clay

Load conditions Horizontal, Vertical

Remarks
For horizontal load in sand, L 

= 2.5m, 10.0m considered

  

(a) Ordinary bucket             (b) Hybrid bucket 

    without a mat                  with a mat

Fig. 1   Models studied

Table 1 Analysis cases and dimensions

지반 조건은 모래와 점토지반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본 연

구가 기초 형태에 따른 상대적인 지지력 비교임을 감안하여 일

반적인 조건을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강재의 경우는 통

상적인 강재의 물성을 적용하였다. 적용된 지반 및 강재의 물성

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하중 조건은 수직 압축 하중과 수평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able 2 Soil and bucket properties

Items
Bucket 

and Mat
Sand Clay

Submerged unit weight, 

sub [kN/m3]

68
(13.6 for 

mat)
8.0 6.0

Elastic modulus, E [kPa] 2.0e5 10 6.25

Poisson ratio, υ 0.3 0.3 0.49

Internal friction angle, φ 

[°]
- 30.0 0

Dilation angle, ψ [°] - 0.1 0

Cohesion, c or Su [kPa] - 0.1 12.5

Friction angle between 
bucket and soil, δ [°]

- 20.0 0

Cohesion between bucket 
skirt and soil, τmax [kPa]

- 0 6.25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 at rest (K0)

- 0.5 0.5

3. 수치모델 개발 및 검증

3.1 수치해석모델 개발

본 연구에서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S/W 인 ABAQUS(Simulia, 

2010)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Hyperworks(Altair, 2011)

의 HyperMesh 와 HyperView 모듈을 사용하여 전처리 및 후처

리를 수행하였으며, ABAQUS solver는 슈퍼컴퓨터(KISTI, 2013)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지반 및 구조물 요소는 연속체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육각형 

8노드 선형 저감 적분 요소(C3D8R)를 사용하였다. 구조물 형상 

및 하중 조건의 대칭성을 감안하여 반단면 모델을 사용하였으

며, 모델 수평 및 하단 경계면과 대칭면에 경계조건을 설정하였

다. 지반 표면의 중심으로부터 모델 경계부까지의 수평 및 수직 

거리는 해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시에 모델링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해석 수행 시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트가 없는 경우에는 수평 및 수직 2.0D로 설정하였으

며, 매트가 있는 경우에는 수평 및 수직 5.0D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 모델의 요소망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a) Ordinary bucket             (b) Hybrid bucket

Fig. 2  Meshes of numerical models

지반 물성은 1개의 균질한 층으로 모델링하였으며, Mohr 

Coulomb 모델을 사용하였다. 모래층은 배수 조건, 점토층은 비

배수 조건으로 모델링하였다. 지반과 버켓기초 사이에는 경계면 

요소(interface element)를 적용하여 미끄러짐과 분리를 모델링

하였다. 모래지반의 경우 경계면의 전단 마찰계수는 모래지반 

마찰각의 2/3로 산정하였으며, 인장강도는 무시하였고, hard 

contact 조건을 적용하였다. 점토지반에서는 경계면의 최대 전단

강도를 지반 전단강도의 50%로 설정하여 경계면의 강도 저하를 

고러하였으며, 인장강도는 무시하고 분리를 허용하였다.

해석 수행 단계는 첫 번째로 초기 지중 응력 조건을 형성하고, 

두 번째로 버켓기초를 설치하며, 세 번째로 재하를 하는 단계로 

수행하였다. 초기 지중 응력 조건 형성 단계에서는 지반 요소를 

모델링하고 버켓기초 및 경계면 요소는 제거하였으며, 지반과 

버켓기초 경계면의 변위를 구속한 상태에서 지반의 수평 대 수

직응력비 (K0)를 0.5로 설정하고 중력을 가하여 평형을 형성하였

다. 버켓기초 설치 단계는 관입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설치가 

완료된 단계를 모델링하였으며, 버켓기초 및 경계면 요소를 발

현시키고 지반과 버켓기초 경계면의 구속 조건을 제거 후 평형

을 형성하였다. 재하 단계에서는 버켓기초 상판 중심점에 대하

여 수평 및 수직 변위를 가하고 반력값을 기록하였다.



3.2 수치해석모델 검증

개발된 수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S/W인 FLAC (Itasca, 2012)을 사용하여 기존에 개발된 

모델을 사용한 결과와 비교하였으며(Kim 등, 2013),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

점토지반에 대해서 버켓기초와 지반 사이의 경계면에서 인장

력을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4). 인장력을 반영하는 경우 횡방향 하중에 대한 지지력

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트가 있는 경우 큰 차이가 발생

하였다. 지속적인 하중 작용시 버켓기초와 지반 사이에 이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결과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에 대하여 하중 – 변위 곡선을 Figure 5

와 6에 나타내었다. 이때, 변위는 버켓기초의 직경에 대한 비로 

정규화하여 표시하였다. 매트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

여 동일 변위에 대하여 큰 지지력을 나타내었다. 수평하중이 작

용할 때 수평방향 (X축 방향) 응력 분포도와 수직하중이 작용할 

때 수직방향 응력 분포도를 Figure 7과 8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3   Comparison of results by different numerical models

  

 (a) Tensile strength off        (b) Tensile strength on

Fig. 4   Effect of tensile strength between clay soil and bucket

  

           (a) Sand                      (b) Clay

Fig. 5   Load – displacement curves for horizontal load

 

           (a) Sand                       (b) Clay

Fig. 6   Load – displacement curves for vertical load

      

     (a) Without mat                    (b) With mat

Fig. 7   Horizontal stress contours for horizontal load (Sand)

  

     (a) Without mat                  (b) With mat

Fig. 8   Vertical stress contours for vertical load (Clay)

4.2 분석

직경의 2% 변위에 대한 지지력을 산출하였으며, 변위는 하중 

재하지점인 상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장경비 (L/D)가 

1.0인 경우, 모래지반에서는 매트가 있는 경우 매트가 없는 경우

에 비하여 수평하중에 대해서는 1.70배,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2.93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토에서는 수평하중에 대해서는 

1.89배,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3.20배로 나타났다 (Table 3). 모래

지반에서 수평하중한 지지력 비율을 스커트 길이에 따라 Figure 

9에 표시하였다. 매트에 의한 지지력 증가 효과는 스커트의 길

이가 짧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커트가 길어짐에 

따라 버켓기초 자체의 지지력이 증가하여 매트에 의한 지지력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3 Resistance capacity results

Soil 
types

Load 
types

L/D

Resistance capacity

Without Mat
[kN]

With Mat
[kN]

Ratio

Sand
Horizontal

0.5
1.0
2.0

683
1150
2350

1534
1950
3157

2.25
1.70
1.34

Vertical 1.0 2839 8329 2.93

Clay
Horizontal 1.0 803 1519 1.89

Vertical 1.0 1000 3200 3.20



Fig. 9   Horizontal resistance ratios according to L/D (Sand)

5. 결론

석션 버켓기초에서 매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지지력 

비교를 통하여 매트 복합형 석션 버켓기초의 상대적인 지지력을 

평가하였다. 매트가 있는 경우가 매트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수

평 및 수직 지지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트 복합형 

석션 버켓기초가 지지력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장경비가 1.0인 경우, 수평하중에 대하여 매트가 있는 경

우가 매트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모래지반에서는 1.7배, 점토지

반의 경우는 1.89배 큰 지지력을 나타내었으며, 수직하중에 대하

여는 모래지반에서 2.93배, 점토지반에서 3.2배 큰 지지력을 나

타내었다. 

(2) 수평하중에 대하여 스커트의 길이가 짧을수록 매트에 의

한 지지력 증가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지반, 형상 및 하중 조건에 대하여 매트 복합형 

석션 버켓기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2012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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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라이저의 와유기 진동에 의한 피로 현상 고찰

 

최봉균(충남대학교)․ 이재환․윤치호(한국지질자원연구원)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태평양 심해저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의 망간단괴 채광을 위해서는 수심 

5,000m까지 라이저가 설치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라이저가 오랜 기간 운용이 될 경우 조류(Current)에 의

해 발생하는 와유기 진동(Vortex Induced Vibration)으로 인해 라이저에 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와유기 진동에 의한 망간단괴 채광용 라이저의 피로 강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

로 해양구조물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ASTM A710 강재에 대한 인장 시험 및 S-N 피로시험을 수행하였

다. 이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와 ANSYS를 연계하여 유체-구조 연성해석

(Fluid-Structure Interaction)을 하였으며, 여기서 얻어진 라이저의 동적 응답과 고유진동수를 사용하여 공

진 및 피로 파괴 여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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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에서 계측된 국부 빙하중에 대한 선속 및 빙두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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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cebreaking research vessel, ARAON, had her second ice trial in the Arctic Ocean during the summer season of 2010. 
During this voyage, the local ice loads acting on the bow of port side were measured from 14 strain gauges. The measurement was carried out 

in icebreaking after measuring the sea ice thickness every 10 meters. The obtained strains were converted to the equivalent stress, and the 
effects of ship speed and ice thickness on the ice load were investigated. When the ice thickness was below 1.5m, it was found that the faster 
speed, the bigger stres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peak values. Meanwhile, the effect of ice thickness on the ice load was not clear.

1. 서    론 

 

빙해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해빙(sea ice)에 의해 선체구조

가 받게 되는 빙하중은 선박이 해빙과 접촉하면서 받게 되는 힘

을 말하며, 선체 전체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전체 빙하중

(global ice load)과 국부 구조의 거동해석을 할 수 있는 국부 빙

하중(local ice load)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빙하중을 정확히 산

정하는 작업은 쇄빙선박 설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이용하여 2010년 8

월 북극해에서 해빙의 재료강도 특성 시험과 쇄빙시 선수선측부

의 국부 빙하중 계측 실선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은 쇄빙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빙판을 선정하고 그 빙판의 두께를 포

함한 해빙의 특성값들을 실측한 후 쇄빙하면서 좌현 선수선측부 

외판 내측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빙하중을 계측

한 것이다.

본 논문은 북극해에서 수행된 실선 계측 시험 결과를 토대로 

계측된 빙하중과 속도 및 빙두께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빙하중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로는 쇄빙모드, 해빙의 재료 특성, 선박의 추진 마력, 선박의 크

기, 선수 형상, 빙두께, 빙과 선박의 상대속도, 빙과 선체의 접촉 

모드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계측된 빙하중에 대한 

선속과 빙두께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전의 실선 계측 자료 분석  

2.1 Polar Sea호 (St. John et al., 1990)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쇄빙선인 Polar Sea호를 이용한 1982년 

Beaufort해에서의 실험에서 112개의 이벤트 데이터를 계측하였

다. 이 데이터는 Fig. 1과 같이 선박의 충격 속도와 피크 압력으

로 정리되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속도가 3.5노트까지는 속도 

증가와 함께 빙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3.5노트 이상의 속도에

서는 빙압력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충격 쇄

빙이 3.5노트 근처에서 이루어지며, 높은 속도는 빙판이 얇거나 

깨진 빙편 속에서 선박이 운항할 때 얻어진다고 분석하였다.

2.2 Lgarka호, Super Kapitan Danilkin호 (Tsoy et al, 1998)

러시아에서는 SA-15급 쇄빙상선인 Lgarka호와 Super Kapitan 

Danilkin호를 이용하여 1983년 7-8월에 무르만스크에서 베링해

협에 이르는 북극해 항로에서 빙하중 계측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Fig. 2와 같이 선속과 빙압력 또는 

선속과 접촉 면적과의 관계를 범위로 정리하였다. 

이 그림에 의하면, 선속이 약 4노트에 이르기까지는 빙하중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완만해지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빙의 접촉면적은 선속이 약 2노트까지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나, 그 이상에서는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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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ghest average pressure on a single sub-panel vs impact 

speed for the Beaufort Sea data (Summer)

Fig. 2 Influence of ship's speed upon ice pressure and 

contact area 

2.3 Nathaniel B. Palmer호 (St. John and Minnick, 1995)

미국의 다목적 과학연구선인 Nathaniel B. Palmer호를 이용하

여 남극의 겨울철인 1992년 8-9월에 빙하중 계측시험을 수행하

였다. 이때, 선수부 측면, 선수부 바닥, 선측과 선미부 패널 등 4

곳에 계측장치를 부착하여 빙하중을 계측하였다. 시험을 수행한 

곳은 남극반도 근처 South Orkney 제도와 South Shetland 제도

였으며, 총 796개의 충격 이벤트를 계측하였다. 

그들은 single sub-panel에서의 압력과 hull panel에서의 빙하

중을 선속별로 정리하였는데, 이때 계측위치도 함께 고려하여 

Figs. 3, 4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 데이터는 산포도가 심해 그 특

징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속도에서 볼 때 선수부 

바닥과 선미부 패널보다 선수부 측면과 선측에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 Single sub-panel pressure vs. ship speed

Fig. 4 Hull panel ice load vs. ship speed

2.4 St. Laurent호 (Frederking, 2000)

캐나다에서는 St. Laurent호를 이용하여 1994년 7-9월에 베링

해협부터 북해의 스발바르제도까지 북극해를 항해하면서 선수

부, 선측 및 바닥부 패널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하여 빙하중

을 계측하였다. 

계측 결과를 토대로 Figs.  5-7과 같이 빙압력에 대한 속도 및 

빙두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는 선속이 약 10노트 이하에서

는 특별한 영향이 없으며 이를 넘으면 약 20% 정도 보다 높은 

압력이 계측된다고 보고하였다. 빙두께의 영향에 대하여는 서브 

패널에서는 빙두께가 1-2m인 경우는 2m 이상인 경우보다 약 

1MPa 정도 낮은 빙압력을 보이고 2-3m와 3m 이상의 빙두께를 

갖는 경우 그 빙압력은 거의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체 

패널에서는 빙두께가 증가할수록 빙압력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때, 극값에 대한 통계분석을 이용하

여 압력을 분석하고 있다 (임채환, 이탁기, 2007).

2.5 Terry Fox호 (Ritch et al., 2008)

캐나다에서는 Terry Fox호를 이용하여 2001년 6월 

Newfoundland 북동부 해안에서 실선시험을 수행하였다. 여기

서 20~22,000톤으로 추정된 빙산조각과의 178회 충격이 관측되

었으며 선속의 범위는 0.2 ~ 6.5m/sec이었다. 이에 따라 빙의 질

량에 따른 선속과 평균 압력과의 관계를 Fig. 8과 같이 정리하였

는데, 그 분석에서 빙의 질량이 클수록 높은 압력을 보이고 있

으나 속도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Fig. 5 Velocity effect on sub-panel pressure

Fig. 6 Ice thickness effect on sub-panel pressure 

Fig. 7 Ice thickness effect on total instrumented area pressure 

3. 북극해 빙하중 계측 자료 분석

3.1 빙하중 계측 개요

빙해역을 쇄빙 운항시 선체에 작용하는 빙하중을 계측할 목적

으로 2010년 8월초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이용

하여 선수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 실선시험을 수행하였

다. 북극해 실선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쇄빙 성능 및 해

빙의 재료 특성에 관한 자료는 Kim et al. (2011), 박영진 등  

Fig. 8 Probability of average pressure on a "design" area 

of 0.33m2 (0.46m wide by 0.76m high) on the 

Terry Fox

Fig. 9 Location of strain gauges

Fig. 10 Measured ice thickness (Aug. 4, 2010)

(2011) 및 김대환 등 (2012)을 참고하기 바란다.

빙하중 계측을 위한 스트레인 게이지는 Fig.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6개의 1축 게이지와 8개의 로제트 게이지를 선수 

thrust room 내의 좌현측 외판 내부에 부착하였으나, 실제 계

측시에는 이용 가능한 앰프 채널의 제약으로 총 24개 채널의 

신호만을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R8이 선수에 가

장 가까운 게이지이며, Fr. 109 위치에 선수 쇄빙 knife edge가 

있고 제2갑판의 수직선상 위치는 7,100 A/B이다. 

이번 항해에서 시험 대상 빙판을 선정하고 빙두께를 계측한 



후 쇄빙하면서 빙하중을 계측하는 과정을 총 4회에 걸쳐 수행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4회 시험 중 빙두께를 계측한 경로를 

매우 잘 맞추어 진행된 3차 시험시에 계측된 빙하중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3.2 빙두께 및 선속 계측

빙두께는 Fig. 10에서 보이듯이 대상 빙판 상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계측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예상 쇄빙경로 선정 후 전체 

빙판을 10m 간격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박영진 등, 2011). 

선속의 경우 본선의 GPS 데이터로부터 시작점과 끝점의 위

도, 경도 좌표를 이용해 거리를 계산하고 이동시간으로 나누어 

속도를 구하였다. Fig. 11은 쇄빙 시험시 계산된 선속을 기준으

로 각 구간별로 속도와 시간의 곱을 누적시켜 구한 거리를 이용

하여 각 빙두께 계측 지점의 통과시간을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

이다. 이는 빙하중 계측자료와 빙두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데이터를 동기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3.3 계측된 빙하중에 대한 빙두께 및 선속 영향 분석

본 시험에 계측된 빙하중을 등가 응력 기준으로 정리하고 계

측된 시간대를 고려하여 선속별, 빙두께별로 분류한 후 그래프

로 나타내면 Figs. 12, 13과 같다. 

Fig. 12는 선속에 따른 등가 응력을 빙두께로 구간을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서 선속은 5.25 knots에서 6.4 knots 범

위에서 피크 값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는 빙두께는 1.04 m

에서 2.21 m까지였다. 특정 속도에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은 동

시에 계측된 14개의 게이지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 고

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빙두께가 1.5 m 이

하인 경우 선속이 증가할수록 계측된 등가 응력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반면, 빙두께가 1.5 m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속이 증가

할수록 계측된 등가 응력은 작아지고 있다. 참고로, 아라온의 쇄

빙성능은 1.0 m 평탄 빙을 3 knots의 속도로 연속 쇄빙할 수 있

는 수준이다.

Fig. 13은 빙두께의 변화에 따른 등가 응력을 선속별로 구간을 

나누어 나타낸 자료이며, 특정 두께에 데이터들이 모여 있고 다

른 빙두께 구간에는 데이터가 너무 작아 그 경향을 일반화하기

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선속이 5~6 knots인 구간에서는 

빙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계측된 등가 응력이 다소 낮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속이 6 knots를 넘는 데이터들의 빙두께

가 조금 두꺼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빙두께 때보다 다소 높

은 등가 응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추진마력의 변화나 순간

적인 풍속 변화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빙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중에 선속과 빙두께 이외에도 

쇄빙 당시 선박의 추진마력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쇄빙 운항시 선박이 얼음을 잘 깨면서 전진한다면 

추진마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추진마력

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3차 시

험에서 쇄빙구간의 추진마력은 우현의 출력이 좌현보다 약간 컸

으나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그 평균치는 

5,029 kW이었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Kim et al., 2011). 

Fig. 11 Lap times at each locations for ice thickness 

measurement based on ship speed (3rd test)

Fig. 12 Equivalent stress vs ship speed

Fig. 13 Equivalent stress vs ice thickness

4. 결    론

본 연구는 2010년 8월 북극해에서 수행된 쇄빙 성능 시험시에 

선수선측부에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계측된 빙하중에 

대하여 시험 당시의 선속과 빙두께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것

이다.



시험은 대상 빙판을 결정하고 빙두께를 계측한 다음 쇄빙 운

항하면서 선속과 빙하중을 계측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빙두께 

계측자료와 선속을 동기화시키는 작업을 기초로 하여 빙두께 및 

선속을 구간별로 그룹으로 묶고 이에 대응하여 선속 및 빙두께

에 따른 빙하중의 크기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는 데이터의 산포도가 높아 경향을 파

악하기 힘들었으나, 각 구간별 그 경향을 살펴보면, 빙두께가 

1.5 m 이하인 구간에서는 선속이 증가할수록 계측된 빙하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이상의 빙두께 구간에서는 

선속 증가와 함께 계측된 빙하중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이전의 실선계측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St. John et al., 1990), 높은 선속은 얇은 빙두께 영역에서 얻어

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선속을 유사한 범위로 묶

어 살펴본 빙하중에 대한 빙두께의 영향은 일반화 가능한 뚜렷

한 경향을 찾기가 어려웠다.

본 분석은 빙두께를 10m 간격으로 계측한 것, 선속을 5초간격

의 평균속도로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는 평균적

인 경향을 파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빙하중 계측 

당시의 추진마력도 빙하중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또한 추가적인 고려대상이라 생각되며, 추후 보다 면밀한 분석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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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영향을 고려한 해양 파이프라인의 좌굴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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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buckling capacity evaluation for offshore pipelines considering 
the temperatur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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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Offshore pipeline 해양 파이프라인, Local Buckling 국부좌굴, Elevated temperature tensile test 고온인장시험, Finite 
element analysis 유한요소해석

ABSTRACT: Offshore Oil & Gas development and pipeline installation go deeper and deeper. In deepwater development, local buckling due to 
excessive bending and external pressure generally govern the wall thickness design of the pipeline. With increasing wall thickness, longer 
welding time of the linepipe at the laying vessel is required; hence the increased construction cost. Thick-walled heavy pipelines can be nearly 

impossible to be installed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tensioner capacity of laying vessel in deepwater.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better 
understand the local buckling behavior of the pipeline under bending and external pressure, and then optimize wall thickness as reasonably as 
possible. There are a few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local buckling capacities of pipelines, and one that should be considered is the 

de-rating effect of temperature. The de-rating values due to the temperature of yield stress and tensile strength have a negative effect on 
buckling strain capacity. According to the DNV OS F101 standard, the de-rating values range from 0MPa at 50°C to 70MPa at 200°C. The 
second factor is the anisotropic stress-strain relations of linepipe caused by pipe forming processes such as UOE processes. They show different 

yield and tensile strength and strain hardening in different directions. The circumferential compressive strength is much lower than the 
circumferential tensile strength because of the Bauschinger effect. Lower circumferential compressive strength leads to a reduction of collapse 
capacity. This effect is normally considered using the maximum fabrication factor in DNV OS F101 where a factor of 0.85 is used for the 

UOE linepipe. Lastly, geometric imperfection such as ovality and eccentricity and girth weld offset influence the local buckling capacity as well. 
In this study, the tensile and compressive stress-strain relations for the sour resistant X70 linepipe are measured in the longitudinal and 
circumferential directions considering temperature of 50°C ~ 200°C. Using the measured data, finite element analyses are performed to evaluate 

local buckling under various conditions for the elevated temperature, ovality, anisotropy, strain hardening, etc. The obtained results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design equations in DNV OS F101 for calculating local buckling capacity.

1. 서    론 

 

해양 Oil & Gas 개발 및 해양 파이프라인 건설은 천해자원의 

고갈로 점차 심해로 확대되고 있다. 해양 파이프라인은 심해 설

치 시 과도한 휨(Bending)과 외부수압(External pressure)을 받

게되며 이로 인해 국부 좌굴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파괴

모드를 고려하여 파이프라인의 두께를 결정하게 된다. 파이프라

인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용접시간이 오래 걸려 해상설치 공사

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설치선 Tensioner의 용량 한계로 설

치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심해 설치 시 파이프라인

의 국부좌굴 거동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안전도를 확

보함과 동시에 최대한 두께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심해 설치에는 주로 파이프라인이 거의 수직으로 설치되는 

J-lay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이 경우, 해저면에 파이프라인이 닿

는 근처(Sagbend)에서 휨과 수압이 파이프라인이 작용하게 된

다. 최근에는 보다 성능이 우수한 설치선이 등장하면서 S-lay 방

법을 이용한 심해 설치도 가능해지고 있다. S-lay에서는 파이프

라인이 수평방향으로 설치가 진행되며, Stinger 부분인 

Overbend 구간에서는 인장력과 휨을 받고 Sagbend지역에서는 

주로 휨과 수압을 받는다(Fig. 1).

이와 같이 심해에서의 파이프라인은 인장력, 휨, 수압 등의 하

중을 받게 되며, 이러한 하중 조건 하에서 라인파이프의 국부좌

굴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파이프의 재료적  

Fig. 1 The type of pipeline installation(S-lay and J-lay)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성질, UOE 제조방법, Ovality 기하학적 조건, 파이프의 온도 

영향 등 을 고려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존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포스코에서 생산된 X70 

라인파이프에 대하여 고온인장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획득된 데

이터를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의 국부 좌굴 강도를 수치적으로 평

가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FEA)을 통한 극한강도 평가 

파이프라인 극한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라인파이프 소재특

성을 반영할 수 있는 FEA(Finite element analysis) 해석 모델

(ABAQUS)을 개발하였다. Fig. 2와 같이, 라인파이프의 기하형

상 및 재료모델을 입력하면, 해석 input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영향인자를 고려한 매개변

수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파이프는 ABAQUS에서 제공한 Shell 요소인 S4R 를 이용하

여 모델링하였다. S4R 요소는 대변위(large displacement) 와 

reduced integration 성능을 가진 4-node, stress/displacement 

shell 요소로, 계산속도가 빠르고, 전단 변형의 영향을 고려한다. 

좌굴한계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재료의 비선형성 및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고, RIKS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재료 비선형은 탄성계수 E, 항복응

력 σ
y
 및 n 으로 정의되는 Ramberg-Osgood 모델 식 (1)을 사

용하였다. 진원도는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ε=
σ

E [1+ 3
7 (

σ

σ
y )

n-1

]              (1)

Pipe Geometry
(D, WT, L, fo)

Material 
properties 
(E, Sy, n)

Mesh Density
(nD, nWT, nL)

Parametric 
Generator 
Program

Input File

- 기하 비선형
- 재료 비선형(Anisotropy 고려)
- 진원도(Ovality)

Fig. 2 Overal modeling approach

Along Circumference : 48 Elements
Along Length : 
? ~? : 96 Elements 
? ~? : 16 Elements 
? ~? : 16 Elements
? ~? : 96 Elements 
� S4R Shell Elements

? ?? ? ?

(a)

(b)

Nodes     : 10.802

Elements  : 10,752

Fig. 3 Linepipe modeling(Collapse case)

Δ=
OD max -OD min

OD nom

              (2)

붕괴(Collapse) 해석을 위해 Fig.3과 같이 모델링 하였으며 제

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2는 해석결과를 나타내며, 기존 연

구결과(DeGeer etc. 2006) 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휨에 의한 국부 좌굴 해석을 위해 Fig. 4와 같이 

모델링 하였으며 제원은 Table 3과 같다. Fig. 5는 휨하중이 증

가할 수록 평균 변형율(average strain) 및 국부적 소성변형율

(plastic strain)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Table 1 Geometry used to validate collapse model 

Pipe outside diameter 610mm

Pipe wall thickness 31.7mm

Pipe length 7.84m

Maximum Ovality along length 0.36%

Average Ovality along length 0.26%

Table 2 Results of Collapse Analysis

OD/t

DeGeer  FEA 
Collapse 
Pressure 

(MPa)

Test Collapse 
Pressure 

(MPa)

Current Results
Collapse 
Pressure

(MPa) 

15 63.4 - 60.3

19.2 44.5 45.1 46.1

25 26.4 - 27.0

30 16.4 - 16.1

35 10.6 10.2

Along Circumference : 60 Elements
Along Length : 
26 elements (Each coarse mesh region)
40 elements (Fine mesh region) 
� S4R Shell Elements

Coarse Mesh 

Fine Mesh 

? ?? ? ?

Compressive
Properties

Tensile
Properties

Nodes     : 5,580

Elements  : 5,520

(a)

(b)

2D

Fig. 4 Linepipe modeling(Bending case)

Table 3 Geometry used to validate bending model 

Pipe outside diameter 610mm

Pipe wall thickness 31.7mm

Pipe length 6m

Maximum Ovality along length 0.45%

Average Ovality along length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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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formation plots under bending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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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ment-strain response

Fig. 6는 파이프 길이방향에 따른 변형율 분포를 보여준다. 낮

은 평균변형율 수준에서는 길이 방향으로 비교적 일정한 변형율 

분포를 보인다. 하지만, 임계 모멘트(peak moment) 수준에서는 

길이 방향으로 변형율의 기울기가 발생하며, 특히 중심부에선 

국부적으로 큰 변형율이 발생한다. 두 경우 모두, 인장변형율 

(파이프 하단)이 압축변형율 (파이프 상단)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stress-strain 물성치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평균변형율과 작용 모멘트와의 관계를 나타

낸 것으로,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이 임계 평균 변형율 

값이며, 본 해석과 기존 연구에 의한 연구결과가 상당히 일치함

을 확인할 수 있다.

3. 내Sour X70 linepipe의 좌굴강도 평가

포스코에서 제공된 내Sour X70 라인파이프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양 파이프라인은 시공시 파이프 Girth 부분 용접 

후 상당한 열을 가하여 코팅을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코팅 프로세스를 모사하기 위하여 모재부 열처리를 실시

하였다. 250°C까지 올린 후 water quenching을 적용하여 급속

냉각을 하였다. 길이 1m의 라인파이프 2개를 준비하여, 1개는 

Thermal treatment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한 개는 수행하지 

않았다(AR은 열처리전, HT는 열처리된 Pipe). 처리된 파이프에

서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으로 시편을 채취하여 각각의 항복강도 

및 극한강도를 평가하였다. 

획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에서 확립된 FEA를 수행하였으

며, Fig. 8은 온도 및 D/t에 따른 임계 평균 압축 변형율(Critical 

average compressive strain) 결과를 보여준다. D/t가 클수록 임

계 변형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온도의 증가에 따라 임계 

변형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D/t가 커질수록 온도의 영

향은 감소한다. Fig. 9는 진원도(Ovality)에 따른 작용 

Moment-average strain 곡선이며,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10은 온도 및 D/t에 따른 붕괴압력(Collapse 

pressure)를 보여준다. D/t 가 크고, 온도가 높을수록 붕괴압력

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D/t가 15인 경우, 온도에 따른 감소폭

은 약 2.5~6.2% 수준으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은 

진원도에 따른 붕괴압력 결과를 보여준다. 진원도가 증가함에 

따라 붕괴압력은 5~9%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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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장력, 휨, 수압 등의 하중을 받는 해양 파이

프라인의 국부좌굴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스코 내Sour X70

강재 시편물성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극한좌굴강도

를 평가할 수 있는 수치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해석된 결과는 

기존 결과와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고온에 따른 재료 

항복강도 저감 영향 등을 반영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진

원도는 임계 압축 평균 변형율(Critical compressive average 

strain)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붕괴압력(Collapse 

pressure)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임

계 변형율은 증가하는 반면에, 붕괴 압력은 줄어 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    기  

본 연구는 지경부와 포스코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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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유체해석을 통한 앵커의 수중낙하속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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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lling velocity of object is important for the impact analysis. However, the falling velocity of underwater object is difficult 
to calculate due to the peculiarities of the marine environment. This study present an analysis of falling velocity of underwater anch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program ANSYS-CFX was used for calculating drag coefficient of anchors. Two anchors were considered (stock 

anchor, stockless anchor). Each drag coefficient were used to calculate falling velocity of anchors. 

1. 서    론 

해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양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높

은 구조적 성능을 필요로 하며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석에 고려된 해양환

경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전체적인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일반적인 해양보호 구조물의 경우 해수에 의한 열화와 

수온 등의 지속적인 하중과 앵커 충돌과 끌림과 같은 직접적인 

하중을 경험한다. 특히 앵커의 충돌은 수중 자유 낙하시 앵커의 

속도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수중 낙하물의 속도는 외부

의 유체(해수)에 의해 발생하는 항력에 의해 공기 중의 낙하와 

다른 양상을 띤다.  물체의 단면형상이 단순한 경우에 계산식이 

주로 사용되나 복잡한 형상의 물체는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

으며 실험의 경우도 물체의 크기가 큰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전산 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이용하여 항력계수와 수중낙하속도를 산정하는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전산유체해석과 실측을 통한 수심수온염분

기록계의 낙하속도해석(Xiao 등, 2005), 전산 유체해석과 축소모

형실험을 통한 어뢰형 파일의 수중낙하해석(hasanloo 등, 2012) 

등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속도산정을 위하여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인 ANSYS-CFX를 사용하였다. 전산유체

해석을 통해 앵커에 작용하는 수직력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앵커의 형상, 유체의 속도에 따른 항력계수를 구하였다. 최종적

으로 앵커의 낙하속도와 공기 중의 낙하 높이를 산정하였다. 

2. 모델링

유체의 내부를 운동하는 물체의 항력은 물체의 형상과 레이놀

즈수( )에 지배적인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항력을 산정하기 위

해 물체 표면의 수직력이 요구되는데 복잡한 형상을 가진 물체 

외부의 응력분포를 해석적으로 구하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앵커에 작용하는 응력분포를 구하기 위해 전산 

유체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Reynolds-averaged 

Navier-Stoke (RANS)방정식을 풀기위해 유한체적법을 사용하는 

CFD 해석툴인 ANSYS-CFX(ANSYS, 2011)를 사용하였다. CFX는 

유동해석과 열해석을 위해 개발된 범용프로그램이다. 특히, 엔

진 유동해석, 자동차 외형의 유동모델 등의 공학 문제 해석에 

폭넓게 적용되는 해석코드이다.

전산유체해석을 위한 모델링에서는 대상이 되는 물체 이외에 

유체가 흐르는 유동공간을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동공간

의 경계부가 앵커 주위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지름이 10m인 반원형의 유동공간을 생성하였다. Fig. 1은 스

톡앵커의 해석 모델링이며 주위에 회색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유

동공간이다. Fig. 1의 유동공간의 반원형 하부면은 유체의 주입

구(Inlet)으로 하고 유속( )을 주입부의 경계조건으로 선정하였

다. 상부면은 출구(Outlet)으로 경계조건으로 압력을 0으로 두어 

내부의 유체가 온전히 출구로 빠져나가도록 모델링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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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ing of the flow space and stock anchor

  

(a)                            (b)

Fig. 2 Modeling of stock anchor : (a) front view, (b) side view

 

                (a)                        (b)

Fig. 3 Modeling of stockless anchor : (a) front view, (b) side 

view

ANSYS-CFX에서 산정된 앵커의 수직방향의 응력을 이용하여  

앵커의 항력계수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    
                  (1)  

  

식(1)은 일반적인 항력계수를 산정하는 식으로 CFX에서 계산

된 흐름의 수평방향 응력  과 유체의 밀도 , 유체의 속력 

, 앵커의 투영단면적 을 이용하여 앵커의 항력계수  를 

구하였다. 항력계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의 수렴기준을 

×로 선정하였으며 해석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렴기

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석이 종료되도록 설정하였다.

레이놀즈수의 변화에 따른 항력계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유속( )은 20, 10, 1, 0.1m/s의 네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앵커 모델링은 한국표준협회(KS)에 제시된 2ton의 중량을 가

지는 스톡앵커와 스톡리스앵커의의 형상과 치수를 기반으로 한

다(KS V 3311, 2012). 실제 앵커의 경우 형태가 복잡하다. 따라

서 유한 요소 모델링에서는 직접적으로 항력계수에 영향을 미치

는 앵커헤드와 몸체는 실제와 동일하게 모델링 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간략화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 2와 3은 

모델링된 스톡앵커와 스톡리스 앵커를 나타낸다. 

ANSYS-CFX에서 얻어진 항력계수의 결과를 사용하여 수중

의 낙하속도를 산정하였다.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여 낙하속

도를 계산하였으며 앵커의 초기속도는 0으로 간주하였다.

수중의 앵커의 중량 은 앵커의 중량 에 부력  을 

뺀 값으로 식 (2)로 정의된다.

                             (2)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  는 물의 밀도,  는 앵커의 부피

이다. 물체의 항력( )은 아래 식으로 얻을 수 있다. 

 



  

                   (3)

여기서  는 항력계수, 는 앵커의 투영단면적, 는 유속이

다. 낙하속도를 산정하기 위해 뉴턴의 제2법칙에서 다음과 같

은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4)

여기서,    이고,   이다. 식 (4)의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5)

Table 1 Drag coefficients of stock anchor and stockless 

anchor

Flow velocity
(m/s)

Drag coefficient Reynolds 
numberStock anchor Stockless anchor

0.1 1.0046 0.8023 1.1162×10
6

1 0.9985 0.8026 1.1368×107

10 0.9986 0.8023 1.1368×108

20 1.0016 0.8030 2.2736×108



  

Fig. 4 Velocity of stock anchor and stockless anchor

Fig. 5 Acceleration of stock anchor and stockless anchor

위 식으로부터 스톡앵커의 낙하 속도를 산정 할 수 있다. 여기

서 에너지 보존법칙을 적용하면 수중 낙하속도에 따른 공기 

중의 낙하 높이를 산정할 수 있다.

3. 해석 결과

스톡앵커와 스톡리스 앵커의 유속의 변화에 따른 항력계수

의 변화와 레이놀즈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스톡앵커의 항

력계수는 0.9985~1.0046의 값을 스톡리스앵커의 경우 

0.8023~0.8030의 값을 가진다. 레이놀즈수의 변화에 따른 앵커

의 항력계수의 변화는 최대 0.0061을 가지며 레이놀즈수의 변

화에 따른 항력계수의 변화는 지극히 작다. 낙하속도를 산정하

기 위해 스톡앵커의 경우 0.9985, 스톡리스 앵커의 경우 0.8023

의 항력계수를 선정하였다. 이는 항력계수가 작을수록 낙하속

도가 최대가 되게 때문에 최소값을 선정하였다. 

Fig. 4와 5에 스톡앵커와 스톡리스 앵커의 속도와 가속도를 

도시하였다. 스톡앵커의 종단속도는 2.774 m/sec이고 낙하 후 

1.9sec에 종단속도에 도달한다. 스톡리스 앵커의 종단속도는 

2.294 m/sec이고 낙하 후 1.9sec에 종단속도에 도달한다. 스톡

리스 앵커의 경우 스톡앵커보다 항력계수는 작지만 투영 면적

이 넓어서 낙하속도가 스톡앵커에 비해 작은 값을 가진다.

스톡앵커와 스톡리스 앵커의 종단속도를 공기 중의 낙하 높

이로 환산해보았다. 스톡앵커의 경우 공기 중의 낙하높이는 

0.393m이고 스톡리스 앵커의 경우는 0.268m이다. 스톡앵커와 

스톡리스 앵커의 종단속도를 공기 중의 낙하 높이로 환산해보

았다. 스톡앵커의 경우 공기 중의 낙하높이는 0.393m이고 스톡

리스 앵커의 경우는 0.268m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인 ANSYS-CFX를 이

용하여 앵커의 항력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앵커

의 수중 낙하속도를 계산하였다.  

스톡앵커의 경우, 항력계수는 0.9985~1.0046의 값을 가지

며 속도에 따른 변화는 작았다. 얻어진 항력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종단속도는 2.774m/s이며 공기 중의 낙하 높이는 

0.393m이다. 

스톡리스 앵커의 경우, 항력계수는 0.8023~0.803의 값을 

가지며 속도에 따른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얻어진 항력계

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종단속도는 2.294m/s이며 공기 중의 낙

하 높이는 0.268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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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강재를 용한 해양 구조물의 온 충돌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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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Arctic area 극지, Iceberg collision 유빙 충돌, Low temperature 온, High speed tensile test 고속 인장시험, Drop 

weight impact test 낙하충돌시험

ABSTRACT: As the global warming strongly influences on the gradual ice melting accelerated, demands for developing arctic area has been 

being increased from various maritime business viewpoint. One is for building arctic ships that can sail across the arctic area taking advantage 
of the shorter sailing distance. The other one is for construction of arctic offshore plant producing oil and gas that are buried in the arctic area. 
Since both of those are operated in highly ranked risk area the structural reliability needs to be secured. Among the risks, ice collision at low 

temperature is a crucial issue to be seriously considered, thus, impact resistance of the steel structure needs to be evaluated experimentally and 
the results should be applied to the design stage of the structure. Both experimental and analytical ways to evaluate and investigate the impact 
resistance of offshore structure using high performance steels for low temperature are performed. It is suggested that the experimental evaluation 

data give a more accurate prediction of the actual situation.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

서 빙하가 차지하는 면 이 어들고 있다 (NSIDC, 2012). 

이에 따라 크게 두 에서 북극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

고 있는데, 북극의 항로 개척을 통한 운송시간의 단축과 북

극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개발이 그것이다.

북극의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의 항로 비 

약 30%의 거리 단축과 더불어 운송 시간도 1주일 정도 단

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치국, 2011). 이에 따라 최근 북극 

지역을 운항하는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극지 운항용 

선박의 건조 측면에서 한국 기업의 사업성 측면에서 정

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석유  가스 자원의 약 25%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진 (USGS, 2008)북극 지역은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큰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필요한 극지용 

유조선, 시추/생산 랜트 등의 건조 측면에서도 새로운 사

업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극지 운항용 선박이나 극지용 해양 랜트의 경우 세계

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해양 사업의 

입장에는 정 인 사업기회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근간이 

되는 극한조건에서의 기술력의 확보는 필수 이다. 특히 

하 40~50℃의 온도조건과 유빙과의 충돌조건을 고려하기 

해서는 고성능 소재기술, 충돌성능의 평가기술  이를 

반 한 설계기술의 확보가 필수 이다.

온에서 유빙과의 충돌은 극지역을 운행하는 선박  해

양 랜트가 겪는 가장 표 인 기계  손상모드이며, 본 

논문에서는 하 60℃의 온도조건에서 충격인성값을 보증

하는 선 용 강재인 FH-32 강재를 상으로 강재 자체의 

온 고속인장성능  강재로 제작한 해양구조물의 정  

 온 낙하충돌 항성능을 평가하 다.

2. 실험조건 

2.1 상온/ 온 고속인장시험

극지 온 환경에서의 충돌 특성을 측하기 해서는 상

온  온에서의 동  경화 계수 (DHF, Dynamic 

Hardening Factor)를 알아야 한다.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항복강도는 일반 으로 정  상태에서의 항복강도에 DHF

를 곱한 형태로 나타낸다.


                                         (1)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DHF는 일반 으로 Johnson-Cook 모델의 고정된 상수값

을 사용하고 있으나, 재료의 특성에 따라 그 상수값들이 달

라져야 한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정 모 등, 2011). 

실험 상 강재인 FH-32의 DHF를 도출하기 하여 상온 

 온에서 변형률 속도 조건을 달리하면서 실험하 으며 

실험 소재의 두께는 두께방향 편차를 최 한 상쇄하기 

하여 12mm로 하 다.

2.2 정  충돌시험

낙하충돌시험과의 상 계를 이해하고 시험체의 유효성

을 확인하기 하여 하여, 정  충돌실험을 수행하

다. 시험체는 극지 항해용 선박의 Hull 형상의 일부를 축소

모형으로 제작하 다.

  

  

Fig. 1 Impact test specimens

Fig. 2 Schematics design of quasi-static impact testing 

system

Fig. 3 Quasi-static impact test

  

Fig. 4 Drop weight impact testing system and cold room chamber

2.3 낙하충돌시험

유빙과의 충돌을 실험 으로 모사하기 하여 낙하충돌

시험 장치를 구성하 다. 시험체는 정  충돌시험과 동일

한 시험체들을 사용하 다. 극지환경을 모사하기 한 온

용 챔버를 구성하 으며, 실험 시에는 원하는 실험 온도 조

건을 만족시키기 한 보정작업을 거쳐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2.4 낙하충돌 유한요소해석

낙하충돌 시험의 상세 사양  조건들을 결정하고, 고속

인장시험에서 도출한 DHF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상

용 유한요소해석 패키지 LS-Dyna를 이용한 해석을 수행하

다.

  

Fig. 5 FEA results of drop weight impact tested specimen

  

Fig. 6 Vertical deflection as a function of drop height (FEA 

      result)

  5. 결    론   

극지용 선박  해양 랜트에 발생하는 표  구조  

손상인 유빙과의 충돌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하기 한 

방법으로서 낙하충돌시험을 수행하 다. 상 소재로는 

온에서의 충격인성값이 보증된 FH 강재를 사용하여, 먼  

상온  온에서의 고속인장시험을 수행한 후 DHF를 도

출해 보았으며, 이를 활용하여 낙하충돌시험에 용하

다.

선박  해양 랜트의 상 소재의 DHF 값을 용하

고 낙하충돌에 한 항성능을 정확하게 용하여 설계

한다면, 극지에서의 구조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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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잠수식 시추선의 직접하중기반의 구조해석에 관한 기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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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emisubmersible drilling rig, direct wave load approach, ULS and FLS, Casting integrals, simplified 
fatigue analysis, spectral fatigue analysis 

ABSTRACT: For the structural design and engineering of semisubmersible drilling rig, a study on the structure analysis technique based on 
the direct wave load approach is dealing with in this paper. In view of ULS, FLS and ALS, Semi. drilling rig should satisfy the criteria of 
classification society. For the overall hull strength check, global structure model based on the shell element is adopted and a lot of local fine 

mesh analysis based on the solid element are required for the casting integral of hull critical connection joints. Global fatigue stress and 
simplified fatigue analysis are basically applicable for the overall hull fatigue check. Spectral fatigue analysis is possible to apply to the fatigue 
sensitive areas which are firstly not satisfied with simplified approach. In view of practical structural engineering of Semi. drilling rig, some 

important techniques are discussed and recommended in this study. 

Generation Water Depth Date

1세대 600 ft 200 m Early 1960s

2세대 1,000 ft 300 m 1969 1974

3세대 1,500 ft 500 m Early 1980s

4세대 3,000 ft 1,000 m 1990's

5세대 7,500 ft 2,500 m 1998 2004

6세대 10,000 ft 3,000 m 2005 2010

7세대 12,000 ft 3,000 m 2011  ?

1. 서    론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해양시장에서 반잠수식 시추선, 드

릴쉽, 잭업리그 등 시추선 분야는 oil majors, drilling operators 

로부터 부단히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저수심에서 대수심으로 시추

영역을 넓혀 가는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1

은 수심별 심해저 시추선의 개발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는 수심 12,000피트까지 가능한 제 7세대 시추선의 개발 및 적

용이 현실화 되는 추세이다.  

Table 1 Deepwater Generation Chart

국내 조선해양업체의 시추선 시장 특히 반잠수식 시추선 

및 드릴쉽은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건조척수는 가히 독

보적이라 할 수 있다. 드릴쉽의 경우는 국내업체가 자체 

설계 및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반잠수식 시추

선의 경우는 과거에 해외엔지니어링사로부터 기본/상세 

설계를 받아서 생산설계 및 제작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는 계약 전 단계에 기본설계검증(FEED verification)을 거

쳐서 상세설계단계에서 요구되는 설계엔지니어링을 자체

기술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반잠수식 시추선의 경우는 주

문주가 원하는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 고액의 특허료를 지

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근에는 시추선의 영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자모델의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반잠

수식 시추선은 가혹한 해상조건에서 타 구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운동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북해, 노

르웨이 대륙붕해(Norweigian Continental Shelf) 등에 적합

한 구조물로서 주문주의 발주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반잠수식 시추선을 대상으로 구조엔지니어링 기

술력확보를 위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실 프

로젝트를 대상으로 follow-on engineering을 수행한 바 있

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주문주가 모델특허를 갖고 

있고 기본설계능력을 보유한 해외전문엔지니어링업체를 

선호하고 기본/상세 설계엔지니어링을 전량 전문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쉽사리 주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FPSO, Drillship

에서 쌓은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know-how를 바탕으로 반

잠수식의 시추선 시장에서도 자체엔지니어링을 수행하여 

국내기술로 독자 엔지니어링이 가능함을 주문주에게 보여

주고 있으며 기술적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반잠수식 시추

선의 경우는 Moss maritime, Aker, GVA, F&G 등 해외전

문업체가 각자 개발하여 특허로 등록된 모델들이 상당수 

있다. 기본설계(FEED)가 계약되면서 주문주는 적정한 리

그선 모델과 기본설계엔지니어링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deck payload의 크기, drilling package의 사양, 장

비의 사양 및 배치 등 주문주가 요구하는 시추선의 사양

이 만족될 수 있도록 구체화/형상화 시키는 과정을 기본

설계단계에서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설계 또는 상

세설계에서 각 discipline 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를 

모두 소개하기는 곤란하고 구조분야에 제한하여 엔지니어

링의 범위 및 절차를 다루고 기술적으로 중요 시 고려될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외업체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적 제반사항

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해석의 절차 및 방법론 

  반잠수식 시추선의 구조엔지니어링 절차 및 범위 그리고 해

석의 방법론은 BOD(Basis of Design)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선주 및 선급에 제출/협의 되어야 한다. 기본설계단계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엔지니어링 기간이 요구되며 단 시일내에 모

든 엔지니어링을 끝내기 위해서는 해석절차가 연속적이고 체계

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해외업체의 경우는 그들 나름의 

전문해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 Fig.1은 

리그선 구조엔지니어링의 단계별 절차를 간략히 순서도로 보여

주고 있으며, 해석 툴을 이용한 일련의 해석절차를 나타낸 것이

다. 해석 툴의 경우는 운동해석과 구조해석은 commercial S/W

를 사용하고 그 외의 전후처리작업은 in-house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1 구조엔지니어링의 절차 및 해석 툴의 적용

FEED 계약과 동시에 대상선의 모델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기

본설계에서는 주문주의 사양에 맞도록 리그선을 develop 하는 

개념이다. 즉 중량분포와 메타센터 높이(GM) 그리고 가변데크

하중(VDL) 등 설계제약조건에 맞춰 해석용 하중조건의 결정이 

우선 필요하다. 하중조건은 선급규정 상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

(가동, 극한, 이동)을 고려해야 하며, 선주의 요구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특히 가동조건은 normal 조건 외에도 라이저가 물 

속에 있는 경우나 데크위에 있는 경우를 각각 고려한다. DNV 

선급규정에 따르면 이동조건은 force limitaion curve를 만들거

나 또는 직접구조해석을 해야만 한다. 이렇듯 하중조건은 구조

강도평가의 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설

계가와 구조설계가 간에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구조해석용 

하중조건의 계산이 완료되고 나면 운동 및 유체력 평가가 필요

하다. 특히 리그선에 작용하는 유체력(단면력)을 정확히 추정하

기 위해서는 질량모델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 drilling 

rig의 경우는 쌍동선 타입이며 6가지 기본하중응답을 고려하며 

최근에는 두가지 coupled force mode (longi. shear split & 

torsion split)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하중응답은 

구조물의 위치별로 최대응력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

계파의 파향각을 골라내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

다. 아래 Fig.2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6가지 하중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FPU에 적용되는 링타입은 9가지 하중응답을 나타낸다.

Fig.2 쌍동형 반잠수식 시추선의 기본하중응답

  

대상선의 주요 단면력을 기준으로 구조해석에 필요한 설계파

를 결정하고 나면 모든 정하중조건과 동하중조건을 고려하여 구

조해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강도 및 피로 평가를 선

급기준에 따라 진행 후 도면 스캔틀링에 반영해야 한다. 파랑하

중 하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피로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운동 

및 하중의 응답평가 그리고 응력의 응답평가 등이 요구되며 구

조물 전반의 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체강도해석 뿐만 아니

라 국부해석, 좌굴강도, 피로강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체강도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응력과 변위 정보가 주요

연결부(주로 castign integrals)의 상세 강도 및 피로 해석에 입

력정보로 제공된다. 구조해석에서 얻어진 응력은 ULS, FLS, 

ALS 평가기준에 따라 응력을 조합하여 허용하는 응력 및 피로

를 기준으로 각 체크포인트들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 WSD(허용응력설계법)가 구조설계에 적용되나 DNV 선급의 

경우는 LRFD(하중저항계수설계법)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전

체응력해석이 완료되면 local scantling 계산에 입력치로 우선 

제공해야 한다. 리그선의 주요연결부는 고응력 발생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casting integral (casting itself & insert plate)을 적용

하게 되며 강도 및 피로 기준에 맞는 설계작업이 요구된다. 특

히 casting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업체에서만 제작이 가능하며 

약 12개월 정도의 제작기간이 요구되는 long-lead item 이다. 따

라서 시점 상 상세설계의 초기에 발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

세설계단계에서 재설계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기본설계 시 강도 

및 피로 측면에서 충분한 마진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

다. 구조엔지니어링 시 유념해야할 주요 기술사항들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구조해석용 하중조건의 결정 (GM & VDL의 영향 고려)

- 최신 Rule & Requirement (LRFD & WSD 설계 관점)

- 실 가동해역의 환경하중영향 (유의파고의 한계치 고려)

- 구조해석 툴의 적용성/실용성 파악 (ABS OSAP, DNV 

SESAM, 엔지니어링사의 자체 개발한 In-house system 등)



3. 구조하중해석 

하중해석은 구조해석에 필요한 정적하중과 파도에 기인한 동

적하중을 만드는 단계로서 사전에 해석용 정하중조건이 우선 결

정되어야 한다. 구조해석용 하중조건에 대해서 NAPA 등을 이

용하여 trim & stability 계산을 하고 관련 loading data가 만들

어지면 이를 이용해서 질량모델을 만들게 된다. 통상 메타센터 

높이는 stability criteria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계산 값

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이한 경우에 GM 1.0을 제한조건으로 두

고 구조해석용 하중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선주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정하중조건을 결정 시 선주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폰툰의 saggin, hogging, torsion 등 하

중모드가 선정기준이 될 수 있다. 유체력 계산에 필요한 질량모

델은  LUW(Lightship Unit Weight) 와 하중조건별 ballast tank 

plan 정보가 필요하며, 모델구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모델이 완성되는 시점이 유체력계산의 착수

시점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질량

모델을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WADAM 등 운동해석프로

그램과 연계한 in-house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체

력 계산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패널모델, 모리슨모델, 질

량모델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Fig.3은 예시 모델들을 보

여주고 있다.

  패널 모델   모리슨 모델      질량모델

Fig.3 유체력 해석에 필요한 모델들 (예시)

 모리슨 모델과 질량모델은 동일한 dummy beam 요소를 사

용한다. 모리슨 모델은 heave damping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고려치 않으면 고유주기 (통상 23~25초대) 근방에

서 공진이 발생한다. 수직운동(heave)의 댐핑계수는 모델테스트

로부터 구해서 적용할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는 class rule 

등에 나와 있는 간이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차 하중해석

은 파주기와 파향각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며 이로부터 리그선

에 작용하는 응답별 단면력 RAO를 구한다. 쌍동선타입의 경우

는 6가지 단면력성분을 X-Z & X-Y plane에 대해서 구할 수 있

다. RAO와 해역데이타 (파스펙트럼)를 고려한 단기응답해석을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응답별 설계파 (파주기, 파

향각, 파진폭)를 결정한다. 2차 하중해석은 결정된 설계파에 대

해서만 유체력 계산을 다시해서 구한 하중을 구조모델에 매핑시

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하중매핑을 위해서는 유체력 해석 시 구

조모델을 포함시켜야 한다. 구조모델은 하중매핑의 대상이 쉘 

모델 또는 빔 모델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통상 패널모델에서 

계산된 동압력을 바로 쉘 요소의 구조모델로 전달하는 것이 일

반적이나 질량모델과 동일한 dummy beam 모델을 사용하면 패

널압력 뿐만아니라 모리슨 하중과 관성력도 동시에 빔 구조모델

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빔모델은 구조모델의 rigid structure 

위치에 align 되도록 line element로 생성된다. Fig.4는 패널모델

과 빔 구조모델 사이의 하중매핑, 모리슨 모델과 빔 구조모델 

사이의 하중매핑 그리고 질량모델과 구조모델의 하중매핑을 각

각 보여주고 있다.  

Fig.4 유체력을 구조모델로 하중매핑 시키는 과정(예시)

하중매핑 후 구조모델은 구조해석 개시 전에 평형조건을 만족

하도록 balancing 작업이 필요하다. 하중해석은 유체력 계산결

과와 가동해역의 sea-state 정보(wave spectrum, scatter 

diagram 등)를 이용하여 장단기응답을 통계해석적으로 처리하

며 또한 유체력을 구조모델로 매핑시키는 과정이 수작업 시 많

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이를 자동화로 후처리하는 전산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4. 전체강도해석

전선구조모델은 판 요소와 빔 요소로 구성되며 요소의 메쉬크

기는 통상 2~3 longi. spacing을 고려한다. 빔 요소의 강성은 

dumped property를 고려하며 특히 주요 구조연결부는 고응력

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판 요소의 크기 및 형상에 유의해야 한

다. 구조해석은 정하중조건과 동하중조건이 각각 고려되며 주파

수영역해석이므로 동하중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된다. 따라

서 총 구조해석의 개수는 하중조건의 개수, 정하중케이스의 개

수, 동하중케이스의 개수(실수, 허수) 등 이들의 곱으로 결정되

며 설계파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구조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석시간과 결과물의 용량이 매우 커질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쉽게 후처리할 수 있는 in-house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해석결과로 얻어지는 응력성분(법선응력, 전단

응력, 등가응력 등)은 정적응력과 동적응력으로 나뉜다. 동적응

력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결합 시 위상차를 고려하여 최대진폭을 

구한다. DNV 선급의 경우는 10도 간격으로 360도까지 scan 

through 방법을 써서 구한다. LRFD 방법에 따라 등가응력을 이

용하고 정적응력과 동적응력은 ULS-A와 ULS-B의 하중계수를 



고려하여 결합되며 이때 동적응력의 경우는 설계파의 진폭을 추

가로 곱한다. Fig.5는 하중계수를 이용한 응력조합의 과정을 예

시로 보여주고 있다. WSD 방법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조합된 

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연결부는 응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casting

을 사용한다. 리그선의 전 구역에 걸쳐 casting 타입은 10여개 

정도가 쓰이고 약 50여군데에 casting이 쓰인다. casting의 상세

강도해석은 타입별로 대표 1개를 선정하는데 동일한 타입별로 

대표되는 상세해석위치를 하나씩 골라내기 위해서는 강도해석

결과를 이용한 스크리닝 작업이 필요하다. 

Fig.5 LRFD 방법에 따라 응력조합을 시키는 과정 (예시)

5. 선체피로해석 

리그선의 전반에 걸쳐 피로수명체크는 기본적으로 간이피로

해석법을 적용한다. casting 구역 등 구조연결부를 제외한 선체 

전반의 주요 체크위치는 thickness transition, conical transition, 

crucified joint, knculed joint 등이다. 만일 간이해석법으로 계산

한 피로수명이 허용수명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스펙트럴 해

석법을 적용하여 피로수명의 만족여부를 최종 체크한다. 이러한 

해석적 접근은 해석착수 초기에 선주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

다. 스펙트럴 해석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수명이 만족

하지 못하면 적절한 설계보강안을 마련해야 한다. 간이피로해석

법에서 피로응력은 전체강도해석에서 구한 extreme stress에 재

현주기파를 100년에서 20년으로 낮춤에 따른 감소계수(약 

0.9267)를 고려하며 보강재의 경우는 lateral pressure 영향을 추

가로 고려한다. 체크위치의 응력은 maximum principal surface 

element stress를 기준으로  welding details를 고려한 응력집중

계수를 고려해서 평가한다. 응력의 장기분포를 와이블 분포로 

가정하며 이때 와이블계수는 보수적으로 1.1을 적용한다. 피로 

SN선도는 구조물의 체크위치에 따라 air 또는 seawater를 고려

하며 반잠수식 시추선은 5년마다 inspection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DFF(Design Fatigue Factor)는 통상 1.0을 고려한

다. 그밖에 판두께가 25mm 이상인 경우는 thickness effect를, 

butt & cruciform joint에 대해서 misalignment를 고려한다. 간

이 피로해석을 수행하여 허용피로수명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스펙트럴 피로해석을 적용하여 보강여부를 판단한다. 

6. 주요연결부의 상세강도해석 및 피로해석

리그선의 주요연결부는 고응력이 예상되는 위치이므로 연결

부의 형상별/타입별로 최적의 casting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casting은 50mm 이상의 후판으로 normal plate와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insert plate가 필요하다. 따라서 casting 

자체 뿐만아니라 casting & insert plate 연결부와 insert plate & 

normal plae 연결부가 체크의 대상이다. 전체강도해석결과를 이

용한 스크리닝 해석을 통해서 대표되는 10여개의 체크위치를 결

정해야 한다. 골라낸 위치에 대해서는 25mm 정도의 메쉬크기

를 갖도록 상세 솔리드 모델링작업을 하고 이를 전선구조모델에 

삽입해서 국부강도 및 피로를 체크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경계

변위를 고려한 submodeling 기법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

는 Fig.6과 같이 전체모델에 직접 embed 시키는 방법을 선호하

고 있다. 강도체크는 선급규정(DNV-OS-C101)에 따라 등가응력

과 재료상수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피로응력은 솔리드요소의 표

면에 dummy shell 요소를 입혀서 principal surface stress를 읽

어서 평가한다. Casting 경우에 SN선도는 C1을 적용한다.

Fig.6 Casting 연결부의 상세해석모델 (예시)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반잠수식 시추선을 대상으로 전선해석부터 피

로해석까지 일련의 구조엔지니어링에 고려해야할 중요한 기술

적 사항을 정리하였다. 해양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초기에 design brief 작성 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선주/선급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사전대응 및 후속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계가 진행되다 보면 불확실한 요소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초기에 충분한 설계마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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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육상공간의 부족으로 다양한 해상 구조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 또한 대형화 되고 있어 이를 계류하기 위한 앵
커의 지지력 확보가 요구된다. 석션 앵커는 설치가 용이하며 큰 지지력이 확보되는 등의 여러 장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거동 해석이 필요하다. Catenary형식의 계류선에 석션 앵커가 이용되는 경우 수평 방향의 하중이 크게 작용하지만 수
직 방향의 하중이 함께 작용하므로 앵커에 가해지는 하중은 경사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립 사질토 지반에 설
치된 석션 앵커가 Catenary형식의 계류선을 위해 사용될 경우, 다양한 각도의 경사 하중에 따라 지지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FEM 해석을 수행하였다.

1. 서    론 

부유식 구조물은 육상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유

식 공항, 인공섬 등의 대형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계류를 위해서

는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되는 앵커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최근

에는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석션 앵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석션 앵커는 상부가 밀폐된 원통 말뚝형 앵커로, 자중에 의한 

관입 이후에, 앵커 내·외부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지중에 관입되

는 특성을 가지므로 설치가 용이하고 큰 지지력을 갖는다.

전통적인 토목 구조물에 사용된 단말뚝은 수평 하중의 재하 

위치가 말뚝의 두부에 위치하거나 두부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모

멘트와 함께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앵커의 경우 높은 지지력 

확보를 위해 하중 재하위치(Pad-eye)가 앵커의 벽체를 따라 지

중에 위치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수평 하중의 지지력을 산

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Brinch Hanse, 1961; Broms, 1964; 

Meyerhof et al., 1981; Prasad and Chari, 1999)을 이용하는데에

는 한계가 있다. 김수린 등(2013)은 수치해석을 통해 앵커에 수

평 하중이 재하될 때, Pad-eye의 위치에 따라 지지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약 2/3의 앵커 깊이에서 하중이 재하

될 때 가장 큰 지지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앵커에 가해지는 하중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계류 형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Catenary형식의 계류선은 수평 방향의 하중이 

크게 작용하지만 수직 방향의 하중이 함께 작용하므로 앵커에 

가해지는 실제 하중은 경사각의 형태가 된다. 

점성토 지반은 선행연구(Senders and Kay, 2002; 

Supachawarote, 2006)를 통해 앵커에 작용하는 경사각에 따른 

최대 지지력이 파괴포락선의 형태로 제시되어있다. 반면 사질토

지반은 선행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경사 하

중에 대한 지지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립 사질토에 관입된 석션 앵커가 경

사 하중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경사각에 

따라 순수하게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지지력의 

감소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FEM해석을 수행하였다. 

2. 수치해석 모델링 

2.1 앵커 및 지반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직경 7m, 길이 14m로 길이와 직경의 비(L/D 

ratio)가 2인 앵커를 모델링 하였다. 두께는 직경의 3%에 해당하

는 값으로 0.21m이며, 재질은 강재로 가정하였다. 지반은 100m

의 직경과 30m의 깊이로 모사하여 앵커와 지반의 직경 비가 약 

14배가 되도록 하였다(Fig. 1). 이는 다양한 크기의 지반 모델을 

비교하여 결정하였고, 경계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앵커의 형상 및 하중의 방향이 대칭적 구조이므로 x-z평면

에 대하여 대칭인 반 단면으로 구성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Finite element mesh for seabed and suction anchor

Items Parameters

Model Mohr-Coulomb

Submerged unit weight, kN/m3 8.9

Poisson’s ratio 0.3

Direct

Shear

Test

c, kPa 7

φ, deg 32

ψ, deg 8

Bender

Element

Test

E (0m≤z<2m), MPa 1.94

E (2m≤z<7m), MPa 3.36

E (7m≤z<12m), MPa 4.41

E (12m≤z<14m), MPa 4.95

E (14m≤z<16m), MPa 5.21

E (16m≤z<30m), MPa 5.58

Table 1 Input parameters for seabed model

앵커와 지반모델은 공통적으로 8절점을 갖는 3차원 연속체 요

소를 사용하였고, 응력 및 변형률의 계산을 위해 저감적분

(reduced integration)을 채택하였다. 앵커와 지반이 인접한 부분

에서는 수렴성을 고려하여 조밀하게 요소망을 분포시켰다(김수

린 등, 2013).

2.2 지반 물성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해저면(seabed)에 분포한 세립 사질토

를 대상으로 하여 석션 앵커의 지지력을 산정하였다. 전북 고창

군 및 전남 영광군 주변 시료를 4 군데에서 직접 채취 하여 각 

시료에 대하여 체 분석, 비중계 분석 및 레이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시료가 USCS분류 체계에 의해 SM(silty sand)으로 분

류되었다(Choo, et al., 2012). 

지반모델 정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내부 마찰각(φ) 및 점착력

(c)은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사

질토는 구속압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깊이에 따른 탄성계수

(E)의 산정이 필요하다. 탄성파 실험을 통하여 구해진 탄성계수

를 토대로 지반 요소를 6개로 나누어 각 깊이에서의 평균 탄성

계수 값을 입력하였다(김수린 등, 2013).

2.3 하중 조건

  김수린 등(2013)은 세립 사질토 지반에 관입된 석션 앵커에 

대하여 하중 재하위치에 따른 수평지지력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변위(앵커 직경의 10%)를 유발하는 수평 지지력은 하중 재하위

치가 깊어짐에 따라 증가하여 앵커 길이의 약 2/3 지점에서 최

대값을 갖으며,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해 발생되는 앵커의 거동과 관계

되며, 최대의 지지력이 나타나는 지점에서는 회전이 거의 나타

나지 않고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최대 지지력이 발생하는 지점인 앵커 길이의 약 2/3 

지점(14m 길이 앵커의 경우, 지표면 아래 9m깊이) 및 이와 인접

한 위치(지표면 아래 6m - 10m)에서 경사하중이 작용했을 때의 

지지력을 분석하였다. 각 하중 재하위치에 대하여 수평 하중인 

0°에서부터 15°, 30°, 45°, 60° 및 75°의 경사를 갖는 하

중을 재하시켰다. 

  사질토의 경우 극한 지지력값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

성을 가지므로 극한 지지력의 결정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수평 지지력 산정연구(김수린 등, 2013)와 같은 방법으로 

앵커 직경의 약 10%에 해당하는 변위가 유발되는 앵커의 지지

력을 극한 지지력으로 정의하였다.

3. 해석 결과

Fig. 2는 해저면으로부터 각각 8m, 9m 및 10m 깊이에서 하중

이 재하된 경우의 각 경사각에 대한 극한 지지력을 나타낸다. 

작용된 하중은 앵커의 작용점에 경사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과 수직방향의 분력을 가진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극한 

지지력을 수평방향 분력(Horizontal loads)과 수직방향 분력

(Vertical loads)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Fig. 2). 수평하중(0°)이 

재하된 경우 수직방향의 지지력은 나타나지 않으며 경사 하중이 

재하 되면 수평 방향 지지력과 수직 방향의 지지력이 함께 나타

  

Fig. 2 Inclined load capacity of three different loading points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극한 지지력은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의 합력을 통해 계산 

되며, 산정된 각 지지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Fig. 2에 합력의 크

기가 25,000kN인 경우를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수평 지지력은 

9m의 위치에서 재하 된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나며 8m와 10m에 

재하 된 경우 9m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지만 큰 차이는 없다. 

경사 하중이 재하됨에 따라 전체 지지력은 감소하여 Fig. 2의 점

선과 비교하여 작은 값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중 재하위치가 8m인 경우(Fig. 2), 수평 지지력은 9m에 비해 

작은 값을 갖지만 15°, 30° 및 45°의 경사각에 대하여 9m 보

다 큰 지지력을 갖는다. 이는 최대 수평지지력이 나타나는 9m에 

비해 얕은 깊이에서 하중이 재하될 때 발생하는 회전을 수직 성

분의 하중 재하에 의해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된다. 반면 10m 깊이에서 하중이 재하된 경우에는 경사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큰 폭으로 지지력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8m의 

경우와는 반대로 최대 수평 지지력이 발생하는 9m보다 깊은 깊

이에서 하중이 작용할 때, 반시계 방향의 회전(하중의 방향이 오

른쪽으로 작용한 경우)이 발생하는 것을 경사 하중이 가중시키

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의 합력으로 계산되는 경사 하중의 지

지력을 각 하중 재하위치 및 경사각에 따라 해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수평

하중(0°)에 대한 지지력이 모든 깊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이후 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각 하중 재하위치에서 경사각에 의한 지지력 감소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경사각이 75°일 때 모든 깊이에서 유사한 크기

의 지지력이 나타났다. 이는 경사각의 크기가 75°인 경우 수직

방향 하중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므로 앵커가 수직 인발력

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Table 2 Inclined load capacity and Normalized value

Loading Point
Inclined angle

0° 15° 30° 45° 60° 75°

6m
Load*(MN) 22.1 22.1 21.2 19.5 17.7 15.2

Ratio** 1 1 0.96 0.88 0.80 0.68

7m
Load*(MN) 24.4 24.2 22.9 21.2 18.9 15.5

Ratio** 1 0.99 0.94 0.87 0.77 0.64

8m
Load*(MN) 25.8 24.9 23.8 22.0 19.3 -

Ratio** 1 0.96 0.92 0.85 0.75 -

9m
Load*(MN) 26.0 24.4 23.3 21.5 18.9 15.9

Ratio** 1 0.94 0.90 0.83 0.73 0.61

10m
Load*(MN) 24.9 22.9 21.5 19.8 17.8 15.3

Ratio** 1 0.92 0.86 0.79 0.71 0.61

  

  * Inclined load capacity

** Inclined load capacity / Horizontal load capacity (at 0°)

Fig. 3 Inclined load capacity of various loading points and 

inclined angle

Fig. 4 Normalized inclined load capacity

같이, 하중의 재하위치가 8m일 때의 수평 지지력은 9m보다 작

은 값이지만, 경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은 다소 큰 값을 보인다. 

Fig. 4는 경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최대 지지력인 0°에서의 

지지력, 즉 수평 지지력으로 나눈 값(Table 2의 ratio)으로 각 하

중 재하 위치에 대하여 경사각에 따른 지지력의 감소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중의 재하위치가 가장 

얕은 6m에서는 수평 지지력과 15°의 경사하중 대비 지지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하중의 재하위치가 깊어짐에 따

라 경사각이 0°에서 15°로 증가할 때, 지지력의 감소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경사각의 증가에 따른 지

지력은 유사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의 경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은 앵커의 거동과 밀접한 관

계를 갖는다. 순수하게 수평 하중이 작용했을 경우 최대의 지지

력이 발현되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2/3를 최적 위치라 할 때, 최



적 위치는 회전 거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평행 이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위치가 된다. 경사 하중의 수직 방향 성

분에 의해 이러한 회전 거동은 순수하게 수평 하중이 작용할 때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특히 최적 위치보다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는 시계방향의 회전(하중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작용한 경

우)에 대하여 경사하중의 수직 방향 성분으로 인해 회전 거동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하중의 재하위치가 얕을수록 경

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의 감소가 작은 것으로 분석 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립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석션 앵커에 경사 

하중이 재하될 때의 극한 지지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

용 프로그램인 ABAQUS(6.11)를 이용하여 FEM analysis를 수행

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대 수평 지지력이 발생하는 9m보다 얕은 8m 깊이에서 

경사 하중이 작용할 때, 같은 경사각이 9m에 작용하는 경우에 

비해 더 큰 지지력이 나타났다.

2) 10m 깊이에 하중이 작용 할 때, 경사각에 의한 지지력 감

소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3) 75°의 경사각에 대하여 각 하중 재하위치에서의 지지력은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앵커의 인발 거동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 하중 재하위치가 깊을수록 수평 지지력 대비 15°의 경사 

하중의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의 경사각에 대한 감

소정도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석션 앵커가 하중 재하위치별로 경사 하중에 

대한 지지력 및 수평 지지력 대비 감소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비록 수평 하중에 대한 최적위치는 앵커 길이의 약 2/3 이나, 현

장에서의 다양한 조건에 의해 하중의 재하위치와 작용각도가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각 하중 재하위치에 따라 경

사 하중에 대한 지지력 분석이 신뢰성 있는 앵커의 설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앵커의 지지력은 앵커의 형상 비(L/D ratio) 및 지반의 

물성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조건에 대한 앵커의 최대 지지력 및 지지력의 감소 정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주관으로 시행된 ‘해상 LNG 터미널

(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

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김수린, 추연욱, 김동수, 성홍근 (2013). “세립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석션 앵커의 수평 지지력,” 

한국해양공학회지  Vol. 27, No.1, pp 59-66. 

ABAQUS (2011) User’s Manual. Version 6.11

Brinch Hansen, J. (1961). “The ultimate resistance of 

rigid piles against transversal forces,” Danish 

Geotechnical Institute, Copenhagen, Bulletic No.12, 

pp.5-9.

Brom, B.B. (1964). “Lateral resistance of piles in 

cohesionless soils,” Journal of the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s, ASCE, Vol. 90, No.SM3, pp.123-156.

Choo, Y.W., Kim, S., Choi, H.Y., Kim, J.H., Kim, D.S. and 

Kim, D.J. (2012). “Behavior of Suction Anchor for 

Horizontal Load from Catenary Line in Cohesionless 

Soils”Proc 22th Int Offshore and Polar Eng Conf., 

Rhodes, ISOPE, pp 895-901

Meyerhof, G.G., Mathur, S.K., and Valsangkar, A.J. (1981).

 “Lateral resistance and deflection of rigid wall and  

Piles in layered soils" Canadian Geotechnical Journal, 

Vol.18, pp. 159-170.

Prasad, Y-VSN, and Chari, T.R. (1999). “Lateral Capacity 

of Model Rigid Piles in Cohesionless soils,” Soils and 

Foundations, Vol. 39, No. 2, pp 21-29.

Senders, M. and Kay, S. (2002) “Geotechnical Suction Pile 

Anchor Design in Deep Water Soft Clays”, Conference 

Deepwater Riser, Moorings and Anchorings, London, UK.

Supachawarote, C. (2006) “Inclined load capacity of 

suction caisson in clay”, Ph.D. Thesis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서해안 해저에서 잭업타입 해상 풍력 설치선의 Spudcan의 지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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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installation of a jack-up type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during the preloading process in the Southwest Sea 
of South Korea, conventional and finite element analyses were carried out. As the location indicated critical soil conditions especially 
the strata with sand overlying clay profile, with regard to WTIV(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installation, a deep penetration is 
essential  to obtain sufficient bearing capacities to avoid spudcan punch-through type of failure. In this paper, a numerical method 
using Plaxis 3D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ultimate bearing capacities for the spudcan. Comparisons with the conventional approach 
were also included. 

1. 서    론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 전

문용 선박(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이 필요하다. 잭업 플

랫폼과 같이 해상 풍력 설치선이 작업할 때 여러 개의 Leg를 지

반에 침투 시켜 선체를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지반을 잘 뚫을 

수 있게 하기 위해 Leg 아래 뒤집힌 원뿔 모양의 강구조물을 연

결하는데 이 구조물을 Spudcan이라고 한다. 

Leg를 고정 시, 만약 단단한 지반 아래 연약한 토질 층이 있

다면 예상치 못한 punch-through가 일으키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정확한 예상은 이러한 위험을 방

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Spudcan에 대한 거동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침투 깊이와 해당 깊이에서의 지지력 사이의 그래프

(Load–penetration depth Curve)를 얻을 수 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preloading시 punch-through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그래프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 전통적 방법과 

유한요소 방법이 있다 [1]. 전통적 방법은 SNAME(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Ocean Engineers)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적합한 가정과 주어진 토질 물성 치를 이용하여 각 깊이에서의 

최대 허용 지지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계산해낸 결과를 이용

해서 Load-penetration depth curve를 얻을 수 있다. 유한요소 

방법은 Abaqus, Plaxis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pudcan과 Soil

에 대해 각각 모델링해서 Spudcan의 거동을 분석하는 것을 통

하여 지지력 그래프를 얻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 논문에서는 서해안 토질 조건을 바탕으로 전통적과 유한요

소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 spudcan의 지지력을 계산하여 Load– 

penetration depth curve를 산출하였다.         

2. Spudcan

  이 논문에서의 spudcan는 plan view에서 볼 때 등가 지름이 

11.02 m이고 최대 지압면적(Maximum bearing area)이 95.31 

m2인 근사 원모양이다. Spudcan의 끝단에서 최대 지압면적까

지의 거리는 0.733 m이고 높이는 3.77 m이다. 구체적인 형상

과 크기는 Fig. 1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 spudcan는 북해 토질 

조건에 적용되는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해안 

토질 조건에서의 거동을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북해에 적합한 

spudcan이 서해안 토질 조건에도 적합 하는지를 알 수 있다.  

   

Fig. 1 Spudcan geometry

3. 토  질  조  건

 Table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multi-layered 

토질조건이 있다. 그 중에서 soil profile 1은 상대적으로 연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약한 지반이고 soil profile 2는 보다 단단한 지반이다. 특히 

soil profile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래층이 아주 얇고 아래에 

있는 연약한 점토층이 두텁게 존재하기 때문에 

punch-through 위험성이 아주 크다. Soil profile 2를 보면 

모래층이 32 m나 되기 때문에 점토층까지 침투 들어가지 

않더라도 해상 풍력 설치선을 고정하는데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Table 1  Summary of soil profiles for soil profile 1 – soft     

         foundation

Top
(m)

Base
(m)

Description
′

(kPa)
′

( )


(kPa)

′ ′

0 6 Sand 11.6 41 - 53000 0.3

6 27 Clay 8.21 - 13 5000 0.45

27 39 Sand 11.85 36 - 42000 0.3

39 41
Weathered 

soil 
10 49 - 67000 0.3

Table 2  Summary of soil profiles for soil profile 2 – firm 

         foundation

Top
(m)

Base
(m)

Description
′

(kPa)
′

( )


(kPa)

′ ′

0 32 Sand 11 35 - 42000 0.3

32 42 Clay 9 - 20 17000 0.45

42 63 Sand 10 30 - 31000 0.3

63 67
Weathered 

soil 
11 25 - 67000 0.3

  

4. 전통적  방법

 전통적 방법은 Terzaghi의 극한지지력 이론을 바탕으로 

SNAME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3]. Spudcan은 상

당히 복잡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으로 계산할 

때 최대 지압면적이 같고 부피가 같은 밑면이 평평한 원기

둥으로 간단화해서 계산한다. 

Spudcan이 지반 속으로 뚫고 들어갈 때 층을 이룬 지반의 

파괴형식은 보통 General shear, Squeezing과 

Punch-through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General shear는 Terzaghi의 얕은 기초의 극한지지력 공

식을 바탕으로 spudcan의 형상과 거친 정도 등 요소들을 고

려하여 식 (1)과 식 (2)를 이용해서 각각 해당 깊이에서 점

토와 모래에서의 최대 지지력을 구하는 파괴형식이다. 보통 

지반의 토질이 균일하거나 soil의 강도가 그 하부 soil의 강

도와 큰 차이가 없을 때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Soil의 

비배수 전단강도나 배수마찰각이 상수가 아닌 경우, 토질 

강도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Spudcan의 penetration과 동시

에 back-flow가 생길 수 있다. 식 (3)은 back-flow의 영향을 

고려한 최대 연직방향 load  를 구하는 관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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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eezing은 연약한 점토층 아래 강한 soil이 있는 경우에 

쓰이는 파괴형식이다. Spudcan이 연약한 점토층에 위치 할 

때 땅속으로 뚫고 들어감에 따라 점토가 스퀴즈 하는 동시

에 지지력을 아래층 soil로 확산해서 전달할 수 있다. 식 (3)

과 식 (4)는 각각 back-flow가 없는 경우와 back-flow로 가

득 차있는 경우에 대한 극한지지력을 계산하는 관계식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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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ch-through는 가장 중요한 파괴형식이다. 단단한 모래

층 아래 연약한 점토층이 존재하는 경우 punch-through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상 풍력 설치선의 Leg가 땅속으로 

내려가면서 고정시킬 때 punch-through가 일어나게 되면 

선박이 평형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기울어지게 되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래층 아래 연약한 점토층이 존재하고 깊기 때

문에 punch-through 파괴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

Punch-through 파괴형식인 경우, projected area 방법으

로 각 깊이에서의 최대 지지력을 구할 수 있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udcan이 모래층에서 받는 지지력을 하부

에 있는 점토층으로 투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투

영하는 범위의 변화를 1:n 라는 spreading factor로 표현할 

수 있다. 모델 시험의 결과에 따르면 n값은 보통 3~5를 쓰

고 기존 spudcan penetration의 결과에 의하면 n값은 3보다 

작은 값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Figure 3과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soil profile 2인 경

우 모래층이 깊기 때문에 점토층으로 투영하는 범위가 넓

기 때문에 n값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르다. Fig. 4에서 보여 

주듯이 모래층이 얇은 경우, n값에 따른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n=∞인 경우, 점토층

으로 투영하는 면적은 실제 spudcan의 지지 면적과 같게 된

다. 이러한 파괴형식을 punching shear 라고 한다. 단단한 

점토층 아래 연약한 점토층이 있는 경우 punching shear 파

괴형식에 적용된다. 

식 (6)과 식 (7)은 projected area 방법을 이용하여 첫 번

째 모래층에서의 지지력을 구하는 관계식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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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eneral shear          (b) Squeezing

Fig. 2  General shear and squeezing type of failure

    

      (a) Soil profile 1          (b) Soil profile 2

Fig. 3  Projected area method

Fig. 4  Load-penetration depth curve of soil profile 1 for full 

       and without back-flow using n=2,3,5

Fig. 5  Load-penetration depth curve of soil profile 2 for full 

       and without back-flow using n=2,3,5

Table 3  Glossary of terms

Parameter Explanation

 Spudcan effective bearing area

 Effective spudcan diameter

 Bearing capacity squeezing factor




Undrained cohesive shear strength at D+B/4 
below mudline 










Bearing capacity factor

D
Distance from mudline to spudcan maximum 
bearing area

′


Effective overburden pressure due to back-flow 
at depth of uppermost part of bearing area




Vertical foundation capacity








Ultimate vertical bearing capacity assuming the 
footing bears on the surface of the lower clay 
layer with no back-flow

H
Distance from spudcan maximum bearing area 
to weak strata below

I Height of soil column above spudcan




Coefficient of punching shear










Bearing capacity factor

′


Effective overburden pressure at depth, D, of 
maximum bearing area










Bearing capacity shape factor

T
Thickness of weak clay layer underneath 
spudcan

V Volume of soil displaced by spudcan



Maximum vertical foundation load during 
preloading

′ Submerged unit weight of soil 

 Angle of internal friction for sand



5. 유한요소  방법

이 논문에서 유한요소 방법은 Plaxis 3D를 이용하여 진행

했다 [2]. Soil은 Mohr-Coulomb elastic-plastic 기본 모델을 

사용하여 soil profile 1의 물성 치를 바탕으로 4개 층으로 

모델링했다. 수심은 30 m로 가정했다.  

Spudcan은 Fig. 1에서와 같은 치수를 바탕으로 Auto-CAD

에서 모델링한 후 Plaxis 3D에 import하였다. 해상 풍력 설

치선의 지지력을 구할 때 Spudcan 구조 변형의 영향을 최

소화  시키기 위하여 Young`s modulus를 크게 설정하였다.

Soil과 spudcan에 대해 각각 모델링한 후 spudcan에게 

displacement 또는 load를 설정하면 Load-Penetration depth 

Curve를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상세 형상과 원기둥 형상 spudcan에 대

해 각각 지지력을 구하였다. 원기둥 형상 spudcan는 상세 형상 

spudcan에서 최대 지압면적과 부피가 같게 간단화 되는 모델이

다. 상세 형상 spudcan과 원기둥 형상 spudcan에게 각각 

displacement와 load를 설정하여 해석한 결과는 Fig. 7에서 보여

주었다.  

두 그래프는 같은 추세를 나타내고 모두 punch-through가 발

생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석 시작 시 

load가 증가함에 따른 깊이의 변화는 모두 아주 작다. 상세 형상 

spudcan인 경우 load가 약 2900 t, 원기둥 형상 spudcan인 경우 

load가 약 5000 t에 도달했을 때 load가 아주 작게 변해도 침투 

깊이의 변화가 아주 크게 된다. 상세 형상 spudcan의 밑 부분이 

뾰족하고 옆 면적이 원기둥 형상 spudcan보다 작아 흙의 전단력

을 덜 받기 때문에 punch-through가 일어날 때의 load가 원기둥 

형상 spudcan보다 작다는 것을 Fig. 7에서 볼 수 있다.   

                

    (a) Cylindrical spudcan           (b) Detailed spudcan

Fig. 6 Spudcan model in Plaxis 3D

Fig. 7 Comparison between detailed spudcan and cylindrical 

      spudcan  

 6. 결과 및 비교 

이 논문에서 주어진 서해안 토질 조건을 이용해서 전통적 방

법과 유한요소 방법을 이용하여 Spudcan의 지지력을 계산하였

다. 

Figure 4,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방법에서는 두 가지 

토질 조건에 대하여 각각 n값을 변화하면서 back-flow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계산을 진행했고 유한요소 방법에서는 soil profile 1

을 이용하여 상세 형상과 원기둥 형상 spudcan에 대해 해석을 

진행했다. 

Figure 8에서는 전통적 방법에서 n=3을 이용할 때의 결과와  

유한요소 방법에서 상세 형상 spudcan 모델을 이용할 때의 결과

를 비교했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때 spudcan이 

침투 들어갈 때  경사진 형상의 영향과 깊이에 대한 흙의 전단

강도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spudcan 옆면에 대한 마

찰력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

는 보수적인 편이다.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같은 깊이에서 

유한요소 방법의 결과는 전통적 방법보다 더 크다.

     

Fig. 8 Load-penetration depth curves for conventional method 

      and numerical method

7. 결    론 

서해안 해저에서 잭업타입 해상 풍력 설치선을 고정시킬 때 예

상치 못한 punch-through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Load-Penetration depth curve가 필요하다. 이러한 curve를 얻기 위

하여 전통적 방법과 유한요소 방법으로 각 깊이에서의 지지력을 계

산할 수 있다. 

전통적 방법을 이용할 때 punch-through 파괴형식의 지지력을 구

할 때 모래층이 두터운 토질 조건일수록 n값의 영향을 더 크게 받

는다. 실제 spudcan은 땅속으로 잘 뚫어 들어갈 수 있도록 흔히 밑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최대 지압면적과 부피가 같은 원기

둥 모양 spudcan보다 지지력이 작다. 

또한 SNAME 가이드라인을 이용한 전통적 방법의 결과는 보통 

보수적인 편이고 유한요소 방법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보다 실용적

인 값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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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접착 길이에 따른 2차원 파이프 단면의 응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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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dimensional Stress Characteristics of Pipe Cross-section 
According to Epoxy Bonding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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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Pipeline 파이프라인, Riser 라이저, Epoxy 에폭시, deepwater 심층수, 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소법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wo dimensional stress characteristics of pipe cross-section according to epoxy bonding length. For the 
purpose, first, the internal pipelines was modeled with epoxy and an additional external pipe. Second, the external force is modeled 
into a tensile force applying to the pipeline in the axial direction. Third, geometric boundary condition was given by constraining the 
displacement in the y-direction at the top surface of the external pipe and the bottom surface of the internal pipe. Fourth, a static 
analysis was carried out to obtain von-Mises Stresses and displacements. Finally, it is investigated the effect of d/L ((the epoxy length 
vs. external pipe length) ratio on the responses. From the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pipeline becomes more stable as d/L increases.  

1. 서    론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라, 여러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또 다른 유전의 발견 가능성이 높은 심해 개발에 많은 관심이 

귀추 되고 있다. 심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자재가 

필요한데, 그 중 해저에 매장하는 파이프라인은 경제적이고 실

용적이어 근래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선 경기 불황으로 선박 건조량이 현저

히 줄어들고 있고 국내 조선 기자재 업계가 주력 생산품을 해양

플랜트 기자재로 전환하고 있는 국면이라,  해양 플랜트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그 중 파이프라인과 라이저(Riser)는 이들 생산

품의 주력이 될 것이다. 

유전이나 심층수 생산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파이프와 라이저의 대구경화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안정성

의 검토를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내경은 3m까지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며 파이프에 외압이 작용할 때의 좌굴이 

등가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다(Gong et al., 

2012). 실제 실험기구를 통한 결과와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결

과를 비교하여 외력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또한 심해에 매장되어 있어 큰 수압이 작용하는 파

이프 라인의 동적 거동을 해석한 선행연구도 있었다(Arabzadeh 

et al., 2011). 단순한 수압은 물론 파압까지 산정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비교적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FPSO, FSO, Semi-submersibles, Spars, 

Subsurface buoy 등은 수심 3000미터 이하에서만 통용되므로 그 

이상의 심해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복잡한 구조물이 요구된

다. 심해에 파이프라인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환경적

인 요인을 비롯하여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파이프 라이저가 일정한 외력을 받을 때, 에폭

시 접착제로 연결한 이음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구조물이 받는 외력은 다양하고 그 크기도 쉽게 

가늠할 수 없지만, 본 논문에서는 많은 외력 중 파이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장력을 기준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해에서의 해저 파이프라인이 받는 외력에 대하여 구조

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최적의 조건을 찾고 그것을 검증하는데 

있다.

2. 유한요소 해석 

2.1 해저 파이프 라인

해저 파이프라인이란 해저의 바닥면에 설치되어 원유의 생산

과 운송을 담당하는 관으로 Flowline, Pipeline, Riser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lowline은 유정으로부터 생산된 원유와 정제 등과 

같은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이송되는 관이고, 

Pipeline은 일단의 처리과정을 거치고 난 후의 이송관이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수평 이동을 하지만 Riser는 해저에서 수선 면

으로 수직이동을 한다. 육상의 파이프라인과는 달리 해저 파이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프라인은 해저면의 형상, 수심 등과 같은 정적 환경요인과 조류, 

파랑 등과 같은 동적 환경하중 그리고 인간의 활동에 따른 많은 

일시적인 환경 요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육상에서의 파이프라인

에 비하여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

2.2 이음부 형식

수평, 수직 이동에 모두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며 예측할 수 없

는 해저 지면을 고려해본다면 파이프라인을 단일한 구조물로 

설계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뒤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전체 구

조물은 비교적 짧은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구성된다. 이때 파이

프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용접하는 방법과 외관을 둘러싸는 방

법이 있는데, 수중에서 하는 용접은 경제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떨어지게 된다. 외관을 둘러 두 개의 파이프를 연결하여 하나

로 고정할 때, 외경을 파이프로 둘러싸게 되면 파이프와 파이

프사이의 이격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산화를 일으키거나 불순

물이 포함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하여 에폭시 

접착제가 포함된 구조물을 고안해냈다. 본 논문에서는 에폭시

를 도포한 파이프의 단면을 2차원으로 분석하여 모델링과 해

석을 수행하였다.

3. 모델링 과정 및 경계조건

3.1 모델링

해석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Ansys Mechanical APDL 

Product Launcher 14.0으로 유한요소 수치해석 프로그램이다. 

구조물의 2차원 단면은 Fig. 1과 같다. 단위는 mm로 하단 두 

직사각형은 모재가 되는 파이프단면이고 길이가 L인 상단 직

사각형은 두 개의 파이프를 감싸고 있는 외관을 도시하고 있

다. 두 파이프 사이의 에폭시 접착제를 2mm두께로 도포하여 

도시하였다. 두 개의 파이프 사이에 5mm의 간격을 두었는데 

이는 연결부 사이의 틈이 없이 붙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손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저 파이프라인의 열좌굴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해저에 부설된 파이프라인이 고온/고압 하에서 상당수가 운용되

고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한 수축과 팽창 등 재료의 변성을 무시

할 수 없다는 점을 선행된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yang et al,. 

2010).

3.2 경계조건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

는데 에폭시 길이와 외관길이 비(d/L)와 외력의 크기이다. 외관

의 길이에 비해 도포하는 에폭시 접착제의 면적이 넓을수록 

구조물은 더 안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d/L비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에 작용하는 외력인데, 구조물이 받는 

외력을 장력으로만 일축하였으므로 파이프라인의 내경 면과 

외관의 위쪽을 y축 방향으로의 변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파이프라인이 받는 외력은 파이프자체에만 작용하므로 구

조물 전체에서 파이프의 좌측, 우측의 면에 인장력 방향으로 

외력을 산정하였으며 그 크기는 각각 1000N, 2000N, 3000N, 

4000N, 5000N, 10000N에 이른다. 또한 각각 재료의 물성치는 

Table.1과 같다. 에폭시의 물성치는 Bienias et. al.(2012)의 연구

에서 거론된 바를 토대로 설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했다.

4. 결    과

해석을 수행한 결과 는 Fig. 2와 Fig. 3에 도시되어있다. 전

체 구조물을 살펴보면 외관의 중심부분에서 응력의 크기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에폭시의 경우에는 이음부의 모서리 

부분에서 응력이 가장 크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6

가지 경우의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가장 큰 응력집중이 일어

나는 부분과 가장 적은 부분의 위치는 같았으며 위치는 d/L비, 

외력의 크기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에폭시 접착부의 길이와 외관의 길이 비에 따른 응력과 변

위 값을 도시하였다. 먼저 에폭시 접착부와 외관의 길이 비

(d/L)에 따른 변위와 응력 값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접착부

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즉 d/L비가 커질수록 변위가 작아지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해석에서는 에폭시 접착제가 도포된 steel 관과 에폭시 

접착부의 두 가지 경우를 두고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d/L에 따

른 형상은 수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형상으로 나타났

다. 

Steel Epoxy

E [Pa] 2E+11 5.1E+09

 0.3 0.4

Table 1 Material property

200 mm

8 mm

4 mm

d

L

2 mm

5 mm

Fig. 1 Cross-section of pipe

Fig. 2 Result of whole model

Fig. 3 Result of epoxy layer 



(a) Maximum displacement of epoxy

(b) Maximum equivalent stress of epoxy

Fig. 4 Result of FEM

길이비가 100%에 가까워질수록 등가응력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20%에서 40%로 d/L비가 늘어날 때 등가응력

이 줄어드는 경사가 급했는데, 이음부에 접착제가 밀집되어 적

어도 40%가 되어야 파이프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L에 따라 변위역시 길이 비에 반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에폭시의 도포 면적이 넓을수록 구조물

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에폭시의 변위는 오히려 

d/L이 100%일 때가 80%일 때에 비하여 불안정한 것을 Fig.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파이프에 비하여 소성변형이 일어

나기 쉬운 에폭시 재료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용하는 외력에 따른 단면의 거동을 살펴보면, 예상했던 

대로 외력이 커질수록 변위와 구조물이 받는 등가응력이 함께 

상승하는 것을 4가지 경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10000N

이 작용할 때 의 응력과 변위 값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통하

여 외력이 상승할수록 d/L비의 영향도 함께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력이 클수록 변위와 등가응력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드

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변위보다 등가응력이 d/L비의 영

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다. 해석에서 발생한 오차는 에폭시 

자체의 물성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c) Maximum displacement of whole model

(d) Maximum equivalent stress of whole model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에폭시 접착 길이에 따른 2차원 파이프 단면의 

응력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에폭시 접착제가 도포된 파이프라

인을 모델링하고 그에 따른 변위와 등가응력을 도출하여 그 추

세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가 파이프라인과 라이저 두 경우에 모

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이 설계되었으며 구조물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d/L비가 달라져도 구조물에서 응력집중이 나타나는 위치

는 동일하다.

(2) d/L비가 커질수록 구조물에 발생하는 등가응력과 변위는 

작아지며 이는 구조물이 더 안전해짐을 의미한다.

(3)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이 커질수록 등가응력과 변위는 

커지며 외력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d/L의 비가 작을수록 커

지는 형상을 띈다.

(4) 외관의 전체에 에폭시를 도포하는 것보다 80%정도만 도포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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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석션 앵커나 드래그 앵커는 해저면 아래 관입되어 하중을 지지하며, 앵커에 연결된 계류선의 일부가 앵커와 함께 

해저면 아래에 묻히게 된다. 이때, 계류선에 전달되는 계류하중은 지반에 묻힌 계류선과 앵커 모두에 작용한다. 모래지반에 관입

된 계류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심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두 번의 실험을 통해 깊이에 따른 계류선의 하중 분담률과 계

류선의 형상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계류선과 지반과의 마찰력에 의해 앵커에 작용하는 하중이 감소하

였으며, 지반의 저항력에 의해 계류선의 경사가 증가하였다.

1. 서    론 

 

해양 공간은 인공섬, 해상 풍력 발전, 부유식 에너지 저장고 

등 그 활용이 다양해지며, 설치되는 해양 구조물의 크기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해양 공간의 활용과 해양구조물 용량의 증가는 

높은 지지력을 갖는 계류 및 지반정착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

다. 지반정착을 위해 사용되는 앵커는 앵커의 용량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최대 지지력을 발휘하게 하

는 것 역시 중요하다. 중력식 앵커는 해저 표면에 설치되어 자

중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반면, 석션 앵커와 드래그 앵커는 해저

면 아래로 관입되어 앵커체 표면의 마찰력과 흙의 파괴 메커니

즘에 의해 계류선의 하중을 지지한다. 석션 앵커나 드래그 앵커

와 같은 앵커는 높은 지지력을 위해 깊게 관입되며, 이때 계류

선과 연결되는 앵커의 padeye는 지중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계류선의 일부는 앵커와 함께 해저에 묻힌 상태가 

된다.  

해저면 아래에 묻힌 계류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앵커 설계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 째로, 계류선과 지반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하고, 계류선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일부 분담하게 된

다. 이는 앵커체가 지반에 깊이 매설되는 경우일수록, 해저 지반

내부에 묻힌 계류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그 영향이 크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해저 표면에 놓이는 계류선은 수평으

로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저 아래로 관입 될수록 흙의 저

항력에 의해 일정한 경사를 가진다. 이러한 계류선의 경사는 앵

커에 작용하는 하중의 수평, 수직 분력의 비를 변화시켜 앵커의 

거동 및 극한 지지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Vivatrat et al., 1982). 

따라서, 해저면 아래에 묻힌 계류선의 역할을 엄밀히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까지의 계류선은 주로 점토 지반에서 분석되었다. 

Degenkamp and Dutta (1989)는 길이 4.5m, 높이 1.25m, 폭 

0.37m의 실험박스에 6.4mm ~ 16mm의 다양한 직경을 갖는 체

인을 점토지반에 매설하고, 1g(g=중력가속도) 상태에서 인발 실

험을 통해, 앵커에 작용하는 하중과 계류선의 각도를 측정하였

다. Vivatrat et al. (1982)이 제시한 수치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

여 앵커에 작용하는 하중과, 계류선의 형상을 계산하였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방법의 유효성을 밝혔다. 하지만, 현

재 모래지반이 분포한 천해역(예: 북해, 서해안)에서 해양공간의 

활용이 증가하여, 점토지반뿐만 아니라 모래지반에서 역시 계류

선의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모래 지반의 저항력은, 점토지반과는 달리 지중에 조성

되는 구속응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흙의 초기 구속응력은 흙

의 자중으로부터 유발되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

서 1g에서 수행되는 축소 모형실험에서는 흙의 내부에 조성되

는 구속응력의 크기가 실제 현장 크기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

에, 흙의 저항력을 현실적으로 모사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심모형실험이 활용되고 있다. 

원심모형실험은 지반과 구조물의 축소모형을 고속으로 회전

시켜 인위적인 원심장을 가함으로써 실제 현장과 동일한 응력상

태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지반공학분야의 대표적인 모형실험기

법이다. 원심모형실험의 기본 개념은 모형지반구조물의 응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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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원형 구조물과 동일한 상태로 재현함에 있으며, 모형의 축

척과 가속도 상태에 따라 원형 구조물과 모형 구조물에 나타나

는 물리량의 상관관계(상사비)를 가지도록 하는 실험기법이다. 

원심모형실험을 위하여 제작된 1/N 축척의 모형에 대하여 깊이

별 응력 상태를 현장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력가속도의 

N배로 가속하여야 한다(Kim 등, 2013). 따라서, N배 g 로 가속

된 원심력장으로, 모형 모래지반의 깊이에 따른 구속응력의 차

이를 모사할 수 있다 (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계류선-지반의 상호작용을 모사할 수 있는 원

심모형실험을 위한 실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실험 시

스템을 활용하여, 모래지반에 매립되어 계류하중을 받는 계류선

을 모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반-계류선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였다. 

2. 이론 배경 

Vivatrat et al. (1982)은 점토지반에서 계류선이 매립되는 경

우, 지반의 마찰 및 지지 저항력으로 인한 계류선의 매설 형상

과 작용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이론식을 제시하였다. 계류선을 

여러 개의 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에 작용하는 힘들의 평형 방

정식을 이용하여, 계류선에 작용하는 하중과 각도를 구하였다. 

계류선 요소에 작용하는 힘들을 Fig. 1에 도시하였다. 요소 우측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 )과 각도()를 알 때, 흙의 저항력(F 

와 P)과, 계류선 자중(W)과의 평형 방정식을 통하여 요소 좌측 

하부에 작용하는 하중(
)과 각도()가 계산된다. 하부에 작용

하는 값(

, 


)들은 두 번째 요소의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과 

각도가 된다. 이러한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앵커가 묻힌 

깊이에 해당하는 지점에서의 하중과 각도를 계산하였다. 

Vivatrat et al (1982)이 제안한 점토지반에 대한 이론식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발전되었다 (Degenkamp and 

Dutta, 1989; Neubecker and Randolph, 1995; Han et al., 2006). 

체인 해석 이론식에서는, 흙의 저항력이 작용하는 체인의 등

가 면적 계산이 필요하다. 체인의 형상이 원형단면이 아닌 복잡

한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등가 단면적의 계산이 

필요하다. 또한, 흙의 마찰저항력(F)과 흙의 지지저항력(P)의 작

용메커니즘의 차이로 인하여 고려하는 면적이 서로 다르다. 

Degenkamp and Dutta (1989)는 각각의 저항력이 작용하는 체

인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체인 외경에 EWS와 EWB의 등가 계

수를 적용하였고, 1g 축소 모형실험을 통하여 대표적인 형상의 

체인에 대한 등가 계수를 제시하였다. 

해저표면에서는 계류선이 지표면에 자연스럽게 놓이는 영역

이 생기고, 이때의 계류선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는 0°가 된다. 

해저 표면에 놓인 계류선은 그 길이에 따라, 상당한 마찰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계류선 분석이 필요하다 (한희수 등, 

2006). Neubercker and Randolph (1995)는 Vivatrat et al. (1982) 

이 제시한 반복계산을 통한 계산법이 아닌, 한 번의 계산을 통

해 특정 깊이에서 계류선에 작용하는 하중과 형상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Mooring Line Self Weight (W)

Soil Friction Resistance (F)

Soil Bearing Resistance (P)

T1

T2

θ1

θ2

Fig. 1 Free-body diagram of mooring line element

3. 실험 조성

3.1 실험 장치

원심모형실험은 KAIST에 위치한 원심모형실험기를 사용하

여 수행되었다. 사용된 원심모형실험기는 빔형식 원심모형실험

기로서 반경은 5.0 m이며, 240 g·ton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장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im 등 (2013)에 소개되어 있다. 

직경 700mm, 높이 900mm의 강재 원형토조(Soil cylindrical 

container)를 이용하여 68g에서 수행하였다. 이는 47.6m 직경, 

61.2m 깊이의 prototype 해저지반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앵커(Anchor)에 작용하는 하중과 해저 표면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경 10mm, 높이 30mm의 두랄루민 

재질의 소형 로드셀(Load cell)을 제작하였다 (Fig. 2). 

본 실험에서는 지중에 앵커와 연결되는 계류선의 끝단에 실

제와 같이 움직이는 앵커를 모사하는 대신, 정해진 위치에 계

류선을 고정하여 정착되도록 모사하였다. 이때, 정착점(가상의 

앵커)에 작용하는 하중과 하중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직경 13mm, 높이 90mm로 소형 로드셀과 힌지로 구성하였다. 

소형 로드셀이 부착되어 하중을 측정하고, 계류선의 경사 방향

에 따라 회전이 가능하도록 로드셀과 계류선은 힌지로 연결되

었다. 계류선을 당겨 인발하기 위해 선형 액추에이터(Linear 

actuator)가 사용되었으며, 하중은 0.1mm/s의 속도로 실험에 

따라 최대 3.5kN(모형 스케일)까지 하중을 재하 하였다. 지표

면에 노출되는 일부가 모형 모래 지반 표면에 놓이고, 계류선

과 모래지반의 각도가 0°를 형성하도록 도르래를 사용하여 계

류선의 위치를 조절하였다.

  

3.2 모래 시료

시료는 깨끗한 모래인 규사를 사용하였으며, 낙사를 통해 모

래를 조성 한 후, 해양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물을 주입하여 

완전히 포화 시켰다. 사용된 규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Scale

Thickness 

of Sand 

layer

Embedded 

depth of 

Anchor

Max. Load

( m ) ( m ) ( kN )

Test 1
Model 0.480 0.150 1.72

Prototype 32.64 10.20 7,972

Test 2
Model 0.430 0.30 3.31

Prototype 29.24 20.40 15,309

Specific 

Gravity

Max 

Dry 

Density

Min. 

Dry 

Density

Fine Contents 

(Passing #200)




( ) () ( % ) ( mm )

2.63 1.64 1.24 5 0.237

Table 1 Basic properties of tested silica sand

 

3.3 실험 절차

Fig.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험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

뉜다. (1) 앵커를 실험박스 벽면에 고정한 뒤 계류선을 연결하

여 수직으로 뽑아낸다. 앵커에는 힌지가 있어 하중 방향에 따

라 자연스럽게 회전을 한다 (Fig. 3(a)). (2) 규사를 낙사 한 뒤 

수직의 계류선을 모래 표면에 놓으며, 계류선 중앙에 소형 로

드셀을 연결 한다. 이 소형 로드셀은 해저 표면에서 하중을 측

정한다. 계류선의 끝 부분을 실험박스 반대쪽 벽에 설치된 도

르래에 연결한다 (Fig. 3(b)). (3) 실험박스 위에 선형액추에이

터를 설치하고, 실험박스 위에 설치된 도르래를 통해 계류선을 

액추에이터에 연결한다 (Fig. 3(c)). (4) 초기설치가 완료되면, 

액추에이터를 움직여 앵커에 하중을 전달한다 (Fig. 3(d)). 원심

모형 실험은 총 2회 수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앵커는 실

험박스 지표면으로부터 330mm(원형으로 22.44m)아래에 설치

되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앵커의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30mm(원형으로 8.84m)로 첫 번째 실험보다 앵커위치가 얕은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Table 2는 실험 조건을 모델스케일과 원

형스케일로 나타내었다. 

  

Fig. 2 Miniature load cell and anchor

 

(a)                  (b)

 
ANCHOR

CHAIN

PULLEY

ACTUATOR
LOAD CELL

TEST BOX

SOIL

(c)                 (d)

Fig. 3 Test procedure

Table 2 Test conditions

Effective 

Unit Weight  
Relative Density

Internal 

Friction Angle

( 
 ) ( % ) ( Degrees )

Test 1 0.96 79 40

Test 2 0.98 85 42

4. 실험 결과

4.1 Test 1

Test 1에서 앵커가 설치된 깊이는 원형스케일로 약 22m이다. 

Fig. 4는 해저 표면에서 발생한 하중과, 앵커에 전달된 하중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 인발 실험은 해저표면에 위치한 로드셀

에서 원형스케일 7,972kN이 작용할 때 까지 수행되었다. 이때, 

지중 정착부(앵커)에서는 2,334kN의 하중이 전달되었다. 이는 

계류선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의해 해저 표면에서 발생한 하중

의 30%(= 2,334kN/7,972kN)정도만 앵커 정착부에 전달된 것

으로 분석된다 (Fig. 4). 

실험 완료후, 물을 빼고, 모래 지반을 절개하여 실험 후 모

래 지반 내부에 매설된 계류선의 형상을 관찰하였고, 사진 촬

영을 통하여 계류선의 형상을 얻었다. 사진의 형상을 바탕으로 

획득한 깊이에 따른 계류선의 형상은 Fig.5 와 같다. 해저 표면

에 수평으로 놓여있던 계류선은 관입되는 깊이에 따라 경사를 

갖게 되는데, 22m 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수직이 되었으며 

(Fig. 5 화살표 위치), 90° 이후로는 경사가 증가하지 않고, 수

직을 유지하였다.

4.2 Test 2

Test 2의 경우 앵커가 묻힌 깊이가 Test 1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얕은 약 8.84m(원형 스케일)이다. Test 2는 해저 표면의 로

드셀에 15,309kN(원형 스케일)이 작용할 때 까지 인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앵커 정착부에서 12,700kN의 하중이 측정

되었다. 이는 계류선에 의해 전체 하중의 82%(= 

15,309kN/12,700kN)정도가 앵커에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Test 2의 경우, 최대 하중이 작용하는 시점에 계류선

과 앵커의 연결부가 파괴되어 실험을 종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험 후 체인 형상 관찰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Fig. 4 Load history at the seabed floor and anchor for Test 1 

Fig. 5 Configuration of embedded mooring line for Test 1 

Fig. 6 Load history at the seabed floor and anchor for Test 2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심모형실험을 통하여 모래지반에서 해저면 

아래 관입된 계류선이 앵커에 작용하는 하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심모형실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깊

이에 따른 계류선의 하중 분담률과 관입형상을 분석하였다.

두 번의 원심모형실험을 통해, 모래지반에서 앵커가 깊게 관

입 될수록 앵커에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하였다. 상대적으로 앵커가 깊은 깊이에 설치된 첫 번째 실험에

서는 계류선의 영향으로 하중이 약 70% 감소하였으며, 두 번째 

실험에서는 계류선의 영향으로 하중이 약 18%가량 감소하였다. 

또한,  관입 깊이가 깊어질수록 계류선의 경사가 증가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깊이에 따라 계류선의 경사가 증가하여 원형스

케일 10m 깊이에서 90°가 되었으며, 이후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각도가 변하지 않고, 90°를 유지하며 앵커에 연결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앵커가 얕은 깊이에 설치된 두 번째 실험에서는 계

류선의 경사가 90° 까지 증가하지 않았다.

해저면 아래에 묻힌 계류선은 앵커에 작용하는 하중에 큰 영

향을 미치며, 하중의 작용각도 또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앵커설계하기 위하여 계류선

의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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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scribe various studies on frequency analysis of accidental loads to ensure safety of submarine power cable. 
First, we introduce the types of accidental loads to submarine power cable. We analyze DNV(Det Norske Veritas) code, which are applicable to 
submarine power cable, and introduce accidental loads frequency interpretation methods. Second, suggests various methods to ensure safety of 

submarine power cables and describe how to normalize it.

1. 서    론 

해 력 이블은 자체 으로 필요 력의 생산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의 력공 을 하여 설치된다. 해 력 이블이 설

치되는 구간은 선박의 항로가 지날 뿐만 아니라 양식업, 자망 

통발의 조업, 안강망 조업과 같은 어업 행 가 빈번한 곳을 지

나치는 경우가 많다. 2006년 발생한 제주도의 정 사태는 제주

도와 해남을 잇는 해 력 이블이 외력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

서 발생한 사고로, 선박의 앵커와 연안 인극 양식장의 쇠말목에 

의해 해 력 이블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안승환 

등, 2007). 해 력 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해서는 와 같

은 외부 해 요소를 악하고 효과 인 책의 표 화가 필요

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해 력 이블의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해 요소  빈도해석에 한 기존사례, 황, 연구방향

등을 서술하여 안정성 평가를 한 기본 가이드라인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해 요소 

해 력 이블의 해요소  향인자는 구조  해 모드, 

수리학  해 모드, 기타 향인자로 분류될 수 있다. 구조  

해 모드는 충격과 끌림으로 별될 수 있고, 수리학  해 

모드는 수압, 랑, 흐름 등이며, 기타 향인자는 형상인자(항

력계수, 부가질량), 충격체의 낙하속도 등으로 구성된다. 해요

소에 한 구조  특성은 역학  거동 시뮬 이션으로 악이

교신 자 나원배: 부산 역시 남구 연3동 599-1번지

051-629-6588  wna@pknu.ac.kr  

가능한데, 이때 해 력 이블 보호공법의 불안정 조건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3. 보호공법과 련 코드

보호공법은 돌을 쌓는 층구조, 유연한 매트리스 구조, 단

단한 매트리스 구조, Bag 구조, RC 구조, 이블을 감싸는 구

조, 매설하는 구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진도에서 제주로 

연결하는 해 력 이블은 재 콘크리트 매트리스 등 구간

별 해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호공법이 용되어 있다.

재 해 력 이블 보호공법과 직 으로 련된 설계 

코드는 없다. 하지만 간 으로 련된 코드를 DNV(Det 

Norske Veritas)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를 들면, RP-F107에

서는 해 이 라인의 보호공법에 해 언 하고 있는데, 보

호공법에 따른 에 지 흡수율(kJ)로 충격 항 범 를 산정하고, 

충격의 정도에 따라 보호공법을 제시하고 있다. 련 코드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Code Title

DNV-RP-F107 Risk Assesment of Pipeline Protection

DNV-OS-F101 Submarine Pipeline Systems

DNV-RP-F401
Electrical Power Cables in Subsea 

Application

Table 1. Related DNV Codes to submarine power cable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4. 험평가와 빈도해석

4.1 험평가

RP-F107에서는 해 이 라인에 외부 해요소를 작업

(Operation)과 행 (Activity)별로 분류하고 해요소가 이

라인에 입히는 결과(Consequence)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앵커 조작과 련된 내용은 Table 2와 같이 요약된다. 여기서 

해요소는 기사건을, 결과는 최종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외부 해요소가 악되면 험평가(Risk assessment)를 수

행한다. 일반 으로 험평가는 최종사건의 빈도(Frequency)와 

최종사건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사건빈도는 1에서 5의 범

를 가지며 1은 빈도가 낮은 것이고 5는 빈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유사하게 결과도 1에서 5의 범 를 가지며 1은 낮고 

요하지 않은 결과를 5는 높고 심각한 결과를 의미한다. Fig. 1

은 DNV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라인 험평가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4.2 빈도해석

외부 해요소인 작업과 행 에 련된 빈도들을 Table 3과 

4에 정리하 다. Table 3은 해 이블(Submarine cable)의 손

상 원인과 그 분포이다. 이  2007년 이 의 자료는 1958년 

International Cable Protection Committee(ICPC)가 생긴 후  

세계 해 이블의 고장원인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이며, 2007

년 이후의 자료는 2006년 국 남서부에 자동식별시스템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이 도입된 후 발생한 21

건의 사고를 상으로 얻은 결과이며, 이들 사고는 모두 선박

의 항행과 련해서 발생한 것이다(ICPC, 2009). 2007년 이

과 이후의 사건 빈도가 어로작업  발생한 사고에서 앵커로 

인한 사고로 주원인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RP-F107에서 제안한 크 인 작업  물체가 바다

로 떨어지는 빈도이다. 이 빈도는 해당기간  총 승강작업 횟

수와 발생사고 수를 무게 별로 나 어 낙하 빈도를 정리 한 

것이며 , 국 에 지부(UK department of energy)에서 발행한 

1980～1986년 사이에 발생한 사고 자료(DNV, 1996)와 터빈․

발 기 설비(Balance of plant, BOP)의 승강  발생한 사고 

자료(SilkTec, 1992)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RP-F107에서 제안

한 빈도를 보면 낙하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빈도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Hazard Possible consequence to pipeline

Dropped objects Impact damage

Dragged anchor Hooking (and impact) damage

Dragged anchor chain Pull-over and abrasion damage

Table 2. Anchor handling (rig or platform operations)

 

Fig. 1. A schematic of a risk assessment (RP-F107, 2010)

 

Cause Pre 2007 [%] 2007～2008 [%]

Fishing 67 33

Anchors 8 48

Dredging 2 0

Other 23 19

Table 3. Submarine cable fault distribution

Type of lift

Frequency of dropped

object into the sea

[per lift]

Ordinary lift to/from supply 
vessel with platform crane < 20 
tonnes

1.2×10-5

Heavy lift to/from supply 
vessel with the platform crane 
> 20 tonnes

1.6×10
-5

Handling of load < 100 tonnes 
with the lifting system in the 
drilling derrick

2.2×10-5

Handling of BOP/load > 100 
tonnes with the lifting system 
in the drilling derrick

1.5×10
-3

Table 4. Frequencies for dropped objects into the sea



5. 정규화 방법

해 력 이블의 안정성 확보를 해서는 1) 사고하 의 

발생빈도를 이거나, 2) 사고하 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결과를 경감시키거나, 3)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방법을 사

용해야 한다.

 방법들을 정규화하기 해 RP-F107에서는 비용-이득값

(Cost-Benefit value, CBV)을 사용하 다. CBV는 추가 인 안

성 확보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증가하는 비용과 감소하는 험 

사이의 비로서, 아래 식 (1)이 1보다 작은 경우 비용 면에서 효

율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식 (1)은 다음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여기서 

은 감소방법의 비용, 


은 감되는 수리비용, 



는 감되는 생산손실, 는 괴․ 괴빈도의 확률, 

은 이율(Interest rate), 는 연수(Number of years)를 나타낸

다.

6. 결    론

해 력 이블의 안정성 확보를 해 해요소와 보호공법 

 해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험의 평가와 그 빈도의 해석에 

하여 조사하 다. 한 이를 정규화하는 방법을 논하 다.

해 력 이블의 손상을 막기 한 보호공법으로는 여러 가

지가 있지만 직 으로 련된 설계코드는 없다. 간 으로 

련된 코드를 DNV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보호공법에 따른 에

지 흡수율로 충격 항 범 를 산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보호

공법을 제시하고 있다.

DNV-RP-F107에서는 최종사건의 빈도와 최종사건의 결과에 

각각 등 을 매겨 험평가 행렬을 만든 후 이에 따라 해요소

의 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외부 해요소인 작업

(Operation)과 행 (Activity)와 련한 사고 빈도들의 해석을 통

해 어로작업과 련된 사고에서 앵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주원인이 변화하고 있으며, 크 인 작업  발생하는 사고의 빈

도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안정성 확보 방법을 정규화 하기 한 기 으로 RP-F107에

서 비용-이득값(Cost-Benefit Value, CBV)를 제시하 으며 이를 

이용해 효율 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해 력 이블을 사고하 으로부터 보호하기 해서는 설치 

해역에서 항행하는 선박의 종류와 그 횟수에 한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 그 후 AIS와 같은 선박 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 력 이블 주 의 선박에 경보를 알려 사고하 의 발생빈

도를 낮춘다. 그리고 조사된 선박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의 결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호수단을 채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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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선박설계 시 궁극적인 목표는 일생동안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박 손상 시 

잔류최종강도를 초기설계단계부터 고려하여 비상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좌초와 충돌에 의해 선체선각구조의 손상 발생 시 최종종굽힙 강도를 합리적으로 다루어 손상에 대한 

구조적 문제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손상의 정도 및 위치에 따른 최종종굽힙 강도의 변화 경향을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 상용유한요소 프로그램패키지인 ABAQUS를 이용하여 2800TEU급 Container Ship를 대상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시 손상의 정도와 위치를 달리하여 비선형해석을 실시하였다. 실제 선박의 충돌 및 좌초 사고사례 중 빈번한 손상

부위에 대해 해석위치를 결정하고 그 때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최종종굽힙강도 해석값을 비교하여 굽힘 강성의 손실정

도에 대한 최종종굽힙강도의 감소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이 예측식을 유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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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YS를 이용한 BOP Gantry Crane 최 화 설계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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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study on the optimization design of BOP Gantry Crane by ANSYS is presented. BOP(Blow-out 
preventer) Gantry Crane is used to BOP Trolly moving of BOP Stack. BOP Gantry Crane is placed on a Drillship and Drilling Rig. 

So, Crane have loads such as wind force, Gravity, Pitching and Rolling by sea waves,  etc. Result of structure analysis by ANSYS and 
hydraulic pressure system analysis by SimulationX were evaluated for ptimization design and structure stability of BOP Gantry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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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유가와 천연가스 수요가 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양

랜트 산업이 각  받고 있다. 해양 랜트란 원유 천연가스와 같

은 에 지 자원을 육지가 아닌 심해에서 채굴하기 한 시추

련 장비인 Drillship, LNG-FPSO, LNG-FSRU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운용에 련된 제반의 사업들을 의미한다.

해양 랜트 시장이 발 함에 따라 해양 랜트 기자재 산업의 

시장도 같이 확 될 것으로 상되나, 한국의 경우 세계시장 

비 극소수의 기업만이 일부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는 단계이다. 

2010년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의 경우, 2000여개의 해양 랜트 기자재 참여업체 

 미국은 1022개 업체(55%), 국은 204개 업체(11%)가 참여하

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20개 업체로 1%정도 밖에 안된다. 사실

상 순수 우리나라의 기술만으로는 해양 랜트를 설계하기가 거

의 불가능하다. 하루빨리 해양 랜트 기자재를 국산화 하여 우

리나라의 기술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정용길 외, 2011) 

재 해외 문생산업체의 경우 550톤 (Main Hoist : 275mT 

× 2)까지 개발되어 상용화 되어 있는 단계이며, 국내는 개발 실

이 무한 상태이다.

BOP Gantry Crane이란 Drillship/Rig용 Drilling System 

Package의 필수 기자재 장비로써, Drilling Platform에 장된 

BOP stack을 BOP Trolley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장비이다. 

여기서 BOP(Blow-out Preventer) Stack이란 Drillship의 시추작

업과정에서 해  유정으로부터 석유, 가스, 물 등이 분출되지 못

하도록 통제하는 안 장치이다.

Fig. 1 Drilling System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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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Drillship 기자재 구조를 나타낸다. BOP Gantry 

Crane은 Drillship의 Moonpool 상부의 After Drill Floor 끝단에 

설치되며, Drillship의 PORT/STBD 방향으로 일을 따라 왕복 

이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랜트 기자재  BOP Gantry Crane의 

국산화의 일환으로 체 시스템 제어를 하여 SimulationX를 

사용한 유압시스템 해석을 수행하고, Crane 구조의 최 화 설계

를 하여 ANSYS를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2. 구조  해석 조건 

2.1 BOP Gantry Crane의 구조  

BOP Gantry Crane은 문 는 다리 모양의 크 인으로서 jib, 

trolley, hoist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랫부분에 rail을 장치하고 그 

에서 이동한다. 

(a) BOP Gantry Crane (b) CATIA Modeling

Fig. 2 BOP Gantry Crane

Fig. 2는 CATIA를 이용하여 BOP Gantry Crane을 모델링한 

사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크 인 모델의 자 은 500ton이

고, 높이는 약25m, 재의 두께는 16~20mm 이다. 체 길이에 

비해 재 단면 이 작은 구조물 특성상 Buckling 상이 일어

날 수 있기에 보강재도 추가로 설계하 다. 하 을 용하 을 

때 구조물의 변형 정도를 보기 해 불필요한 Part는 생략하고, 

최 한 간략하게 모델링 하 다.

CATIA에서 보강재와 크 인 재, 각 Part 사이에 충돌 는 

겹침이 있는지 Crash 검사를 진행하 다.

2.2 동 계수 용 조건

BOP Gantry Crane은 Drillship/Rig 에서 작동하는 크 인

으로 배의 지속 인 움직임을 해석에 반 하기 해서 작동하

에 동 계수를 용하여야 한다.

 (1)

동 계수를 계산하는 일반 인 수식은 특별히 지정한 동 계

수 값이 없다면 수식 (1)을 따른다. 여기서 Cv는 동 계수, Vr은 

Hoisting 속도를 나타낸다. 그 외 해양 랜트 구조물에 따른 동

계수 값 구하는 식을 Table 1 로 도시하 다. BOP Gantry 

Crane은 Drillship 기자재 이므로 Table 1 의 Drillship 동 계수 

계산 수식에 따라 동 계수로 1.6을 용하 다. 

 

Table 1  Onbord Lift Dynamic Coefficients

Crane Mount on Dynamic Coefficient Cv 

Fixed Structure 1.33

Spar 1.33 + 0.003 x Hsig ≥ 1.4

Semisubmersible 1.33 + 0.0007 x Hsig x Hsig ≥ 1.4

Drillship 1.33 + 0.0012 x Hsig x Hsig ≥ 1.4

FPSO 1.33 + 0.0012 x Hsig x Hsig ≥ 1.4

Hsig : sea significant wave height for the load chart in

question (ft)

2.3 BOP Gantry Crane의 Rolling / Pitching 용방안 

BOP Gantry Crane은 Drillship/Rig 에서 작동하는 크 인

으로 Drillship의 Motion을 해석 모델에 용 해주어야 한다. 

Fig. 3는 Drillship에서의 Rolling과 pitching값을 높이에 따라 나

타낸 표이다. Rolling과 Pitching을 고려해주기 해 Flare L 

(EL=35.4)값을 용해 주었다.

Fig. 3 Rolling & pitching Degree of Drillship 

2.4 BOP Gantry Crane의 풍하  용방안 

풍하 을 계산하는 수식은 수식 (2)를 따른다. 풍하 은 바람

이 구조물에 부딪힐 때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 을 의미하는데, 

BOP Gantry Crane의 경우 해상에서 사용되므로 Drillship이 운

일 때, 구조물이 받는 최  풍속 72km/h를 용하 다. 

F = 0.0473 x Vz² x Cs x A                          (2)

수식 (2)에 따라 BOP Gantry Crane이 받는 하  F를 구하면, 

F = 0.0473 x (72km/h)² x 1 x (69.725x10⁻⁶)km² = 17.1 N 이 된

다.

2.5 BOP Gantry Crane의 유압시스템 개요 

Bop gantry crane의 유압 시스템은 Main winch, Aux 

winch, winch trolley, Stack device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Sub Modeling을 설계하 는데, Sub Modeling은 체 

회로를 모델링하기 에 회로 논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

이다. 서  모델에는 Aux winch, Winch trolley, 그리고 Stack 



device 회로로 구성하 다.

Fig. 4는 Sub 회로 모델링 사진이다.

(a) Aux winch는 유압 모터, 치, 이크 밸 , 카운터 밸

런스 밸 , 셔틀 밸 , 포핏 밸   이크 밸 로 구성되

어 있다. 카운터 밸런스 밸 의 외부 일럿 비는 4:1, 설정 압

력은 50bar로 설정하고, 외부 이크에 련된 라인은 모델

링에서 제외하 다.

(b) Winch Trolley는 유압 모터, 포핏 밸 , 카운터 밸런스 

밸 , 셔틀 밸   외부 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winch 

1000kg, 회로 공  압력 30bar, counter balance 40bar, 모터 

용량 63cc/rev를 용하고, 회 축의 damping을 고려하 다.

(c) Stack device는 4개의 유압 실린더  카운터 밸런스 밸

로 구성되어 있다. 최  공  압력 20bar, 부하 100kg을 설

정하 다. 한 실린더를 수직방향으로 설치하여 력을 고려

하 다.

(a) Aux Winch Modeling

(b) Winch Trolly Modeling (c) Stack Device Modeling

Fig. 4  Sub Circuit Modeling

2.6 BOP Gantry Crane의 구조해석 

Fig. 5는 크 인에 용한 구속조건들을 나타낸다. 

Mesh는 Hex dominant mesh를 용하 고, Element는 

119408개, Node는 451839개 정도 생성하 다. 구조물 각 연결부

와 보강재 연결부 사이에 총 84개의 Contact Region으 Bonded

로 생성하 다. 

작동하  200ton을 표 해주기 해 동 계수 1.6을 곱한 값 

320ton을 Main Winch 고정부 A,B,C,D 각 4 part에 80ton씩 

Force로 용하 고, Crane의 자 을 F에 넣기 해 Standard 

Earth Gravity를 -Z방향으로 용하 다. 

Drillship의 Rolling과 Pitching에 따라 구조물이 받는 최 하

을 표 하고자 ax, ay, -az( 력반 방향)으로 435.89 mm/s²

의  Acceleration을 G에 용하 다.  Drillship 에서 받는 풍하

 H는 풍하  계산공식에 따라 Y방향으로 17.1N을 용하

다.

 크 인 하부 핀 홀 부 , E는 일을 따라 이동하는 

Traveling Device가 연결되므로, Fixed Support를 용하 다.

Fig. 5  Boundary Condition for BOP Gantry Crane

3. 해석 결과 

3.1 유압시스템 Sub Modeling 해석조건  결과

 Fig. 6은 서 회로 모델링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검은색 

선은 안 밸 를 사용하지 않은 해석 결과이며 빨간색 실선 

그래 는 안 밸 를 작동시킨 그래 이다. 

(a) Aux Winch Result

(b) Winch Trolly Result

(c) Stack Device Result

Fig. 6  Result of Sub Circuit Modeling 



(a)는 Aux Winch의 부하가 정지 시 안 밸 를 사용하는 

것이 부하를 멈추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충분히 

무시 할 수 있는 차이이며 유압 모터의 성에 의한 역 토크 

방지  부드러운 속도 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b) Winch trolley의 그래 를 보면 winch를 정지시키는 데

에 있어서 안 밸 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유압모터에서 발생

되는 서지 압력을 감 한다. 그러므로 모터 수명  체 시

스템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 

(c) Stack Device 의 경우, 카운터 밸런스 밸 의 닫힘 상

으로 부하는 일정한 치에 정지하게 된다. 립모드에서 카운

터 밸런스 밸 가 안 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Stack 

device 실린더가 일정한 치에 고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3.2 Crane 구조 해석 결과

Fig. 7은 BOP Gantry Crane 의 구조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응

력 값은 160Mpa 정도로, 다리 연결부 아래쪽 모서리에서 최 값

이 측정되었다. 풍하 과 Rolling, Pitching에 의한 구조물 변형량

은 7.14mm 정도 이다. 하지만 해석결과 안 계수가 2.24정도 이

므로 안 하게 설계되었다. 

(a) Equivalent Stress (b) Equivalent Stress

(c) Deformation (d) Deformation

Fig. 7 Result of Structure Analysis For BOP Gantry Cran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 랜트 기자재  Drillship/Rig 련 기자

재인 BOP Gantry Crane 의 국산화를 한 최 화 설계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Crane 시스템 제어를 해 유압 시스템 설

계를 하 고, ANSYS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해석 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Crane 유압시스템 결과, Bop gantry crane 해석모델을 

개발하여 Stack device, winch  winch trolley 시스템의 거동

을 악할 수 있다. 상용 Software인 SimulationX를 이용하여 

Bop gantry crane 유압시스템을 통해 신규 유압회로의 디자인 

 기존 회로의 수정, 향후 부품개발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

다.

(2) Crane 구조해석 최 화 설계 결과, 안 계수가 2.24로 규

정 안 계수 1.5 보다 높기 때문에 구조물은 안 하게 설계되었

다. 향후 진행될 BOP Gantry Crane의 기술개발 로젝트에 3D

모델링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실제모델 제작에 용이하게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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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navigation information display system which is based on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and especially 

focuses on image analysis technology. Navigator has to always confirm the information from marine electronic navigation devices and then they 
compare with the view of outside targets of the windows. During this ’head down’ posture, they feel uncomfortable and sometimes it cause 
near-accidents such as collision or missing objects, because he or she cannot keep an eye on the front view of windows. Augmented reality can 

display both of information of virtual and real in a single display. Therefore we tried to adapt the AR technology to help navigators and have 
been studied and developed image pre-processing module as a previous research already. To analysis the outside view of the bridge window, we 
have extracted navigational information from the camera image by using image processing. This paper mainly describes about recognizing ship 

feature by haar-like feature and filtering region of interest area by AIS data, which are to improve accuracy of the image analysis. 

1. 서    론 

본 논문은 항행정보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하여 증강현

실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영상전처리와 영상해석으로 구

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항해사는 선교에서 운항 시에 전

자해도표시 시스템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을 주로 보게 되며 연안에 근접하였을 경

우 혹은 해상에 장애물 등이 있을 경우에 항행장비와 선교 밖의 

상황을 비교 판단하여 운항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HDT 

(Head Down Time) 동안에 선교 밖의 상황을 주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선박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의 아차사고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안개와 

같이 시계가 불안정한 날씨에는 전적으로 레이더(Radar)와 전자

해도표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항해사는 심적으로 불

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항행관련 정보를 선교의 창에 가시화 할 수 있

는 항행정보 가시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

여 HDT 시간을 줄이고 시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운

항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증강현

실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전 연구에서는 영상의 전처리

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경호 외 2012), 본 연구

에서는 항행 영상에서 항행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영상을 해석

하는 모듈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의 동향에 대하여 살피

고 3장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항행정보 가시화 시

스템에 대한 개념을 기술한 다음에 4장에서는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상해석에 대한 개념과 적용된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 그 결과를 보이고 6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관련연구

항행정보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e-Navigation에 대

한 연구를 비롯하여 (김재명, 2008), 미 해군에서는 ARVCOP이

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입한 바 있으며 (Benton, 2011), 

Head-Up Display를 활용하여 항행정보를 가시화하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Eric and Samuel, 2011). 현재까지 항행정보를 

가시화하는 표준화된 기술은 지정된 바 없으며 현재 3차원 해저

지형 정보 및 GIS와 연계가 가능한 S-10x ENC 데이터가 표준으

로 제정될 수 있는 만큼 증강현실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

는 시점에 본 연구는 이를 대비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1 ARVCOP

ARVCOP (Augmented Reality Visualization of the Common 

Operational Picture)은 TSI사에 의하여 개발된 바 있다. 미 해군

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작전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 

종 항행 장비를 통합하여 한 화면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특히 시계가 불안정한 날씨에도 항로, 작전 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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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정보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Integrated Bridge System/Virtual Display Mock 

Up On the right hand side of the screen

3. 증강현실 기반의 항행정보 가시화 시스템

항행정보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과 항행안전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고 자선정보, 타선정보, 항

로정보, 항로표시정보, 환경정보, 조종특성 정보로 그 특성을 

나누었으며 이러한 항행과 관련된 정보는 전자해도표시 시스

템으로부터 제공받아 통합되어 제공받게 된다. 선박의 위치와 

대지속력 등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DGPS 

(Differential GPS)로부터 획득하고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 

(MMSI: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fy), 항해 상태 등은 선

박자동식별장치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수신기

로부터 획득된다. 선교 밖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CCTV를 

활용하였으며 획득된 영상을 컴퓨터 영상처리를 통하여 대상

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3.1 증강현실 기반 항행정보 가시화 시스템 개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은 현실세계를 기반으

로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의 정보를 정교하게 정합하여 한 화면

에서 두 개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시화 기술이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현실세계의 중간 형태

로서 (Milgram, 1994), 항공, 자동차 산업 등에서 연구가 되어 

왔으며 최근 조선에서도 이러한 융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ig. 3 Concept of AR Navigation System

증강현실 기반의 항행정보 표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메

라 영상을 기반으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 선교에서 항해사가 바

라보는 영상을 카메라를 통하여 입력 받은 이후, 영상처리를 통

하여 대상을 인식하고 그 위에 항행장비로부터 획득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정렬하여 가시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HDT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시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가

상의 정보들을 화면에 투영시킴으로서 항해사에게 안정감을 제

공할 수 있다. 영상으로부터 항행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기존

의 연구에서 영상 전처리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영상에서 획득된 물표 정보와 항행정보를 보

다 정확하게 맵핑시키기 위하여 선박 영상의 인식과 AIS를 활

용한 맵핑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4. 영상해석 모듈

4.1 영상해석 모듈 개요

영상해석 모듈은 Fig. 4와 같은 프로세스를 가지며 CCTV로

부터 획득된 영상을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수평선을 인식하고 

물표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평선은 영상을 이

진화한 이후 Hough Transform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데 선

박 및 부유체는 수평선 근방 혹은 수평선의 아래에 존재하게 

되므로 수평선 위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게 된

다. 

Fig. 4 Concept of Image pre-processing and analysis 

module process

4.2 AIS기반의 관심영역 설정

해양환경에서는 반사광 및 파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많은 노

이즈를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노이즈로부터 원하는 물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먼저 영상처리 대상 영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처리 대상에 대한 영역을 AIS 데이터와 

CCTV카메라의 시야범위 (FOV: Field of View)를 활용하여 제

한하고자 하였다. AIS 데이터에서는 MMSI와 선박의 Heading

방향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며 CCTV에서는 현재 카메라의 방

향 (bearing) 값을 활용한다. 진북(true north) 방향에 대하여 현

재의 자선의 방향을 기준으로 카메라의 FOV와 방향으로부터 

타선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 KIOST와의 협업을 통하여 공유메

모리(Shared Memory)를 활용하여 현재 화면 안에 존재하는 타

선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였으며 타선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MMSI 데이터가 구조체 형식으로 메모리상에 Linked List 형식



으로 존재하게 된다. 논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메모

리로부터 획득하고 영상해석 결과를 다시 공유메모리로 공유하

였다. 

Fig. 5 Set the Region of Interest(ROI) by using AIS data

4.3 선박인식 모듈

해양환경에서는 해수면의 파도와 항적 등의 수많은 노이즈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이즈는 영상해석의 정확한 결과

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Fig. 6의 세 번째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수면의 출렁임과 선박의 항적은 영상

의 전처리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노이즈를 생성함을 볼 수 

있으며 정확한 물표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부가적

인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Fig. 6 Image Pre-processing & image noises

본 논문에서는 A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의 위치를 제한

하고 그 위치 및 영역으로부터 물표의 인식기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현재 로봇 자동화 연구 분야에서 사람의 얼굴을 실시

간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어왔으며 실시간으로 처리

가 가능한 Haar-feature를 활용한 Boosted Cascade 방식의 물

체 인식기법이 연구된 바 있다 (Viola and Jones, 2004). 그러

나 본 기법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기 위하여 연구되었으며 

선박을 인식하기 위해서 선박의 형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Haar-feature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Fig. 7 Haar filters used for ship classifier

Fig. 7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Haar-like feature의 일부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Haar-like feature를 활용하여 인식기를 구

성하게 되는데 Fig. 8과 같이 밝은 영역에 속한 픽셀 값들의 

평균에서 어두운 영역에 속한 픽셀 값들의 평균의 차이를 구

한 후 어떤 문턱 값을 넘으면 유사하르 특징이 있다고 판단하

는 것으로서 Adaboost 학습기를 통하여 학습을 시킨 후 활용

한다. Adaboost은 약분류기(weak classifier)를 이용하여 강분

류기를 찾아내는 캐스케이드 방법을 활용하며 Viola-Jones 분

류기는 약한 분류기 노드를 이용하여 거절 캐스케이드를 구성

하게 된다. 

Fig. 8 Schematic depiction of a the detection cascade

Fig. 8은 거절 캐스케이드를 도식화 한 것으로서 첫 번째 분

류기 집단은 많은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가장 잘 찾아

내는 것으로 선택되고 다음 분류기 집단은 약한 거절을 갖는 

두 번째로 검출 성능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러한 방식을 반

복하게 된다(Viola and Jones, 2004). Fig. 9와 같이 Haar-like 

feature는 이미지에서 관심영역을 일정 크기로 정하여 전체를 

탐색하고 그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검출을 시도하게 된다. 

여기에서 Haar-like wavelet을 비교하여 흰 부분과 검은 부분

의 차이를 계산하여 일정 임계값 이상일 경우 특징으로 추출

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a는 각 분류기에 대한 가중치, k

는 분류기(Classifier)를 의미한다.

Fig. 9 Ship Classifier by using Haar-like features

Haar-feature를 선박 영상에 대하여 트레이닝을 통하여 캐스

캐이드를 추출하며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측면에 대한 

Positive Image 5,000장과 선박이 아닌 영상 Negative Image 

15,000장을 준비하여 Training을 수행하였다. 



5. 영상해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AIS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으로부터 물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영상해석 모듈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Fig. 10은 부유체, 특히 선박의 영상을 획

득하기 위한 과정을 보이고 있다. 영상에서 Saliency image를 

활용하여 Labeling을 수행하였으며 검출된 수평선을 활용하여 1

차 필터링 한 이후 AIS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필터링을 수행하

였다. 그 후 대상영역에 대하여 Haar-like Feature를 활용한 선

박 인식기를 적용하여 선박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0 Floating Target extraction process

Fig. 11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선박에 대하여 영상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Haar filter가 선박의 형상을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Fig. 11 Recognized Object by using Haar-like feature

6. 결    론    

본 연구는 항행정보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한 개의 화

면에 선교 밖의 영상과 그에 해당하는 항행정보를 동시에 제공

할 수 있는 항행정보 가시화 기술의 중간 연구결과물로서 영상

전처리에 이어 영상해석 모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 이후의 영상에서 AIS데이

터를 기반으로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분리된 영상에서 선박의 특

징을 인식할 수 있는 Haar-like Feature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향후에는 물체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Training 데

이터를 보완하여 Adaboost를 이용한 학습 알고리즘을 보완할 

예정이며 3차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하여 수평선과 선박의 선

교의 위치에 따른 Homography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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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known that oil and gas reservoirs will run empty in the future. Still the world is in growth and demands more energy 
than ever. In a time of environmental change and where the planet’s health is in focus we see a growing demand for clean energy. A well 
known renewable energy source is the wind, and traditional windmills have been installed on land for many years. Wind turbines have also 

been successfully installed at relatively shallow water depths. Recently, focus is put on renewable energy resources as the environmental 
concerns regarding exploitation of hydrocarbons are increasing. The enormous energy potential found in offshore wind fields is proposed utilized 
by installing floating wind turbines in interconnected wind farms. As for all other floating structures operating within a limited area, 

stationkeeping is needed in order to keep the motions of the floating structure within permissible limits. In this study, methods for selecting and 
optimising the mooring system for floating wind turbines in shallow water are investigated. The design of the mooring system is checked 
against the governing rules and standards.  The designs result for iterative design processes which account for important design considerations 

such as performance requirements, natural frequencies and main cost drivers, and differ in their capability of providing stability to the wind 
turbine. The design processes are validated by investigating the influence from the various requirements and the sensitivity to wind turbine 
properties. The two resulting designs are compared and discussed in terms of cost competitive advantage.

1.Introduction

Demand for renewable and reliable energy due to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energy 

crisis deeply challenges researchers today. Wind, wave, 

tidal, solar, biological and hydrological forces are 

potential resources for generating the desired power. 

Among these sources, wind seems to be the most reliable 

and practical, with its annual increase rate of 25-30% 

(Sclavounos et al. 2010 and Henderson et al. 2002).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suggests that, with 

concentrated effort and technology innovation, wind 

power could supply up to 12% of global demand for 

electricity by 2050 (IEA 2008). 

Offshore wind turbines have the potential to be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global energy production, due 

to the proximity of the high quality wind resource to 

coastal energy loads. However, due to the addition of 

wave and current loads, offshore structures must be 

made stronger, and thus more expensive than their land 

based counterparts. The reliability of offshore turbines 

suffers due to the higher loading, and the inaccessibility 

of the turbines for maintenance compounds this problem. 

The ability to reduce loads is therefore extremely 

important for offshore wind turbines, as it allows for 

increased reliability and possibly lighter and cheaper 

structures (Musial, W., Butterfield, S., and Ram, 2006). As 

the demand for energy is increasing and the oil and gas 

deposits are limited, focus is put on renewable energy 

sources. Wind energy, being one of this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been utilized for agricultural purposes for 

centuries, and became important also for power 

produc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s one wants to take advantage of the enormous wind 

power potential offshore, several participants in the 

international energy business have installed and 

commercialized interconnected bottom-fixed wind turbine 

structures in areas of shallow water. The water depth is 

however strongly limiting the extent of such applications, 

as the support structures of offshore wind turbines 

become highly dynamic, having to cope with combined 

wind and hydrodynamic loading in addition to the 

complex dynamic behaviour of the wind turbine itself 

(Hordvik, 2010). Wind turbines installed on floating 

substructures are therefore proposed in order to utilize 

the potential for harvesting wind energy in areas that are 

not feasible for bottom-fixed structures. Developing and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ing floating offshore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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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es are presently being investigated by several 

developers, technology providers and research institutes 

worldwide. The Spar concept is one of the designs that 

have been proposed as substructure for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A mooring system is made up of a 

mooring line, anchor and connectors, and is used for 

station keeping of a ship or floating platform in all water 

depths. A mooring line connects an anchor on the 

seafloor to a floating structure. We will focus on mooring 

system Offshore wind turbine and Floating Production 

Systems in shallow water.

2. Catenary mooring systems 

The mooring line can be made up of synthetic fiber 

rope, wire and chain or a combination of the three. 

Environmental factors - wind, waves and currents 

determine which materials make up the mooring system. 

the mooring system contributes to providing restoring 

forces and moments on a floating structure, pulling the 

structure back against its equilibrium position. A wide 

selection of mooring systems are applied in the offshore 

industry; ranging from tension leg moorings, with small 

horizontal offsets and large vertical forces on the anchors, 

to catenary moorings, with larger horizontal offsets and 

no vertical forces on the anchors. In the present study, 

only catenary mooring systems are considered. 

Figure 1.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with anchor

A catenary mooring system may be composed of one 

or several individual lines connected to the floating 

structure at the fairlead and the sea bottom at the 

anchors. The suspended part of each line will form a 

catenary, where the shape is dependent on the weight of 

the line in addition to the horizontal and vertical distance 

between the fairlead and anchor. The line arrives at the 

sea bottom horizontally, so that the anchor is only 

subjected to horizontal forces. The initial horizontal 

holding capacity, often referred to as the pretension, is 

dependent on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fairlead 

and the anchor. The restoring forces are provided by the 

weight of the line. Hence the major contribution to the 

stiffness matrix from the mooring system comes from the 

geometric stiffness of the line, i.e. stiffness due to the 

change of geometry of the catenary. 

As the top end point of the mooring line is moved, the 

initial configuration of the mooring line is modified; and 

assuming that part of the line is resting on the sea 

bottom, the new position is determined by the geometric 

stiffness of the line. The restoring force from the mooring 

system will be non-linear as the catenary configuration of 

the mooring lines and the existence of the sag introduce 

geometric non-linearity (Loukogeorgaki et al. 2005). In 

part 4, it is shown how the restoring forces from each 

mooring line can be calculated. 

3. Distributed mass mooring system 

2.1 Mooring system concept 

For the distributed mass mooring system, the restoring 

stiffness is obtained by applying mooring line segments 

with large submerged weight. Typically, large diameter 

chains are used as they have significantly larger 

self-weight than wire and synthetic fiber ropes. The 

bottom chain can either have the same weight as the rest 

of the line, or larger weight for increased geometric 

stiffness. This mooring system concept is widely used for 

stationkeeping of offshore applications. 

Figure 2. Forces acting on an element an anchor line

In figure 2, an element of the line is shown. The mean 

hydrodynamic forces per unit length in the normal and 

tangential direction are denoted D and F respectively. W 

is the submerged weight of the line per unit length, A is 

the cross-sectional, E is the elastic modulus and T is the 

line tension. Due to the submerged weight, the correction 



Segment 

type 

Mass/unit 

length 

[t/m] 

External  

area 

[m2] 

Axial 

stiffness 

[kN] 

Hydrodynamic 

diameter [m] 

Chain 0,1415 0,0171 6,01 

E+4 

0,1281 

forces     and        are introduced at 

the end of the element. 

2.2 Analysis Softwa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the different 

mooring system concepts, various computer programs 

dedicated to analysis of marine structures are applied. In 

the following, these computer programs are presented. 

2.3 SIMO

Simo is a time domain simulation program for 
multibody systems and allows non-linear effect. Flexible 
modelling of stationkeeping forces and connecting force 
mechanisms (anchor lines, ropes, thrusters) is 
included. According to the user manual, SIMO 
(Simulation of Marine Operations) is a time domain 
simulation program for study of motions and 
stationkeeping of multibody systems. The program is 
typically applied for time domain simulation of surface 
vessels and for simulation of complex marine 
operation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ime series, 
statistics and spectral analysis of all forces and motions 
of the bodies in the analysed system. SIMO is 
interactive and modular, i.e. the results from one 
module becomes the input for the next module. In the 
present study, SIMO is used for environmental 
modelling (waves and current) and for its ability to 
include wind forces from an external force subroutine 
(TDHMILL3D) linked into the program. Waves can be 
modelled by regular waves and by various model 
spectra for irregular waves. The current speed and 
direction is assumed to be constant with time. However 
it can vary with depth by specifying a current profile. 

3. Analysis Model 

The model applied for shallow water (100m) analysis is 

henceforth referred to as the test model. In the following 

the test model will be reviewed. Figure 2 shows the finite 

element model and coordinate system for the test model. 

The main mooring lines and delta-lines are named 

Anch.line 1-3 and DL 1-6 respectively. 

Figure 2 Test model, finite element model 

We see that the system topology is defined in terms of 

branching points and terminal points called supernodes. 

Lines are defined between the supernodes, and 

subsequently split into segments consisting of equally 

sized elements. The element mesh is automatically 

computed based on the topology, line and component 

description. SN 1, which is the tower bottom, is fixed; 

while the anchornodes (SN 10 – 12) are given prescribed 

displacements. All other supernodes are free, i.e. nodal 

position and rotations are unknown prior to the analysis. 

SN 3, which is located at the top of the tower, is 

connected to a 16 mass free SIMO body through a floater 

force model, accounting for the thrust force from the 

wind. The substructure has a draft of 80m, and the water 

depth is set to 100m. The modelling of the mass mooring 

system concept is reviewed in the following (Table 1).

Table 1 Segment lengths 

For the distributed mass mooring system, all segments 

are composed of chain. The layout is shown in figure 5-3, 

while the main parameters describing the chain 

modelling is given in table 2.  

Table 2 Segment properties, distributed mass mooring 
system 



Figure 3 Layout, distributed mass mooring system

Because this study includes a large number of analyses 

with different system configurations, the Matlab routine 

and Excel sheets are proven invaluable. In Excel, system 

properties and simulation parameters are easily altered 

and presented in a clear manner, while Matlab is an 

excellent tool for handling large amount of data and for 

postprocessing purposes. 

By increasing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anchor and the fairlead, the total length of the mooring 

system is increased. All other parameters are kept 

constant while the lower wire segment length is varied. 

The effect on the mooring line characteristics is presented 

in figure 4. 

Figure 4 Mooring line characteristics for various line 

lengths.

Ideally, one would want as short lines as possible. This 

is favourable because it will reduce the cost of the 

mooring system. If we also assume that the floating wind 

turbine is one of multiple turbines in a wind farm, 

reducing the mooring line length will increase the income 

as more wind turbines can be installed in the same area. 

4. Conclu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been to select and 

optimise the mooring system design for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structures in shallow water. Furthermore, 

methods for designing the mooring system according to 

the governing standards were demonstrated. The distributed 

mass mooring system had a larger submerged weight 

and consequently more geometric stiffness. The large 

axial stiffness of the chain gave however a large elastic 

stiffness, and a transition to the elastic stiffness range 

was quickly observed as the horizontal offset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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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파의 2차원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와록블록식 방파제 전면의 수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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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Hydraulic model experiment 수리모형실험, Warock block breakwater 와록블록식 방파제, Model similarity 모형 상사

성, Random waves 불규칙파, Reflection rate 반사율, Harbor tranquility 정온도, Overtopping volume 월파량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 reflection rate, transportation rate, and overtopping volume as the main hydraulic characteristic and 
evaluate structural stability at the same time of warock block breakwater by two dimensional hydraulic model experiment. Warock block is 
known as a wave dissipation block that has various effects. Purportedly, it is needed to examine about the stability for using large scale outer 

breakwater while it can be expected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harbor tranquility in port area by the installment of lighter's wharf 
and rear side of breakwater. Therefore, this study propose the reduction effect about reflection rate and overtopping volume in the fishing port 
that demand  harbor tranquility.

1. 서    론

본 실험에서도 안벽 구조물에 의해 파가 어느 정도 반사되는

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입사되는 진행파가 안벽구조물에 

도달되면 일부는 소멸되고 나머지는 파가 반사되어 되돌아가는 

현상이 발생되어 안벽 구조물 전면에서 부분중복파가 발생된다. 

부분 중복파가 발생되면 수면의 진동이 발생되어 수역의 정온도

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사파를 저감시키는 것이 안벽 전면수

역의 정온도를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입사파의 소

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사율이라는 해안 공학적 의미를 

갖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사파의 상

황을 추정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반사율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반사율은 안벽 구조물의 형상과 파랑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

므로 유공 안벽과 같은 직립 소파구조물의 반사율도 구조물의 

형상과 소파 구조물 단면의 입사파장에 상대적인 폭과 기타 요

인 등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모든 조건에 맞는 반사율의 공식

이 없기 때문에 반사파의 상황을 추정하고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구축되는 안벽 구조물에 대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반사율

을 추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주파수 스펙트럼을 고려한 

불규칙파를 적용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Bretschneider Mitsuyasu  

Energy Spectrum을 목표 스펨트럼으로 하여 실험파를 검정한

후 파고별로 유의파 주기를 가지는 파를 조파하여 각 구조물 별

로 반사율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형,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하여 64종 상당의 소파블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우수성이 있는 신 소파블록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경제성

뿐만 아니라 이후의 책임문제에 민감하여 TTP 이외에 다른 블

록의 시공실적이 묘연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구조물에 사용된 

와록 소파블록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갖는 블록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것 처럼 항만내의 물양장과 방파제 배후면에 축조하여 

항내의 정온도유지에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규모 

외곽방파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내 

정온도를 확보할 목적으로 와록식 소파블록이 구조물 또는 방파

시설의 배후면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대한 2차원 축소수리모형

실험을 불규칙파를 이용해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인하

고 수리학적 특성인 반사율, 전달율, 월파량을 도출하였다.

2. 수리모형실험

2.1 수리실험 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수조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해

안항만실험실의 수로로서 단면도는 Fig. 1과 같다. 수조의 제원

은 상기 그림과 같이 길이 22.5m, 수조의 높이 1.0m, 수조의 폭

0.6m 이다. 이차원 수리실험을 실시하는 장치는 Fig. 1과 같이 

모델 와록블록식 방파제를 설치하고 파고계를 설치하여 입사파

와 반사파의 분리를 실시하여 반사율을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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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ter tank cross section

Table 1 Water tank specification

classification water tank, equipment 

Size of wave basin 22.5m(L)× 0.6m(W)× 1.0m(H)

Wave 
generator 
performa

nce

Wave paddle m(W) × m(H)

Recurrence 
period

0.4~10 (sec)

Maximum 
water level

1.0m

Operation 
method

 Oil Pressure Piston Type

Wave-height 
meter

 Capacitance-type wave Recorder

2.2 실험계측장치

2차원 수리모형 실험 장치는 2차원 조파 수조와 규칙파 혹은 

불규칙파를 조파시킬수 있는 조파기, 파고 생성시스템, 용량식 

파고계, 파고측정용 센서 파고분서용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그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조파기 : 유압식 불규칙 조파기 (피스톤형, 제조사 : ISEYA)

 - 수  조 : 22.5m×0.6m×1.2m (L×W×H)

 - 파고계 : 용량식 파고계 (6 Channels, 제조사 : KENEK)

 - 센  서 : 전압 - 장력식 (3EA, 제조사 : KENEK)

 - 데이터 수신방식 : AD 변환기(Analog to Digital Convertor)

         

      (a)wave basin          (b)Irregular wave generator  

     

(c)Wave paddle             (d) AD converter

Fig. 2 Hydraulic experiment equipment

2.3 모델 제작

모델은 콘크리트로 제작되었으며 Fig. 3과 같이 와록블록으로 

제작된 혼성방파제 모델을 사용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했다. 

수위 변동을 계측할 기기로는 우선 5대의 파고계와 변환기 메모

리 저장장치 등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반사율 실험에 

사용된 기하학적 축척비의 범위는 일반적인 2차원 수리 실험에

서는 1/10에서 1/50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1/40을 

사용하였다. 이 값은 비교적 파랑의 재현성을 나타내는 실내 수

리실험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값이다. Fig. 4는 수리실험을 실시

하고 있는 것을 제시한 일례이다.

Fig. 3 Model of warock block breakwater

Fig. 4 Installation of structure and wave recorder

2.4 실험 케이스

Table 2는 실험의 경우를 정리한 것이며, 실험파를 설계파, 이

상파, 평상파로 분류하고 수위별로 10개의 case를 항목으로 정

하였다. 



Table 2 Experiment case (unit = cm)

case

Sine wave Random wave Overtopping



[cm]



[sec]
Level
[cm]



[cm]



[sec]


max

[cm]
Level
[cm]

Warock
vertical 

wall

Warock 
front 
wall

1 10 2.53 23.1 10.0 2.53 18.0 23.1 ○ ○

2 7.75 2.2 23.1 7.75 2.2 14.0 23.1 ○ ×

3 3.75 1.58 23.1 3.75 1.58 6.75 23.1 × ×

4 2.50 1.58 23.1 2.50 1.58 4.50 23.1 × ×

5 1.25 1.58 23.1 1.25 1.58 2.25 23.1 × ×

6 10.0 2.53 20.3 10.0 2.53 18.0 20.3 ○ ○

7 7.75 2.2 20.3 7.75 2.2 14.0 20.3 ○ ×

8 3.75 1.58 20.3 3.75 1.58 6.75 20.3 × ×

9 2.50 1.58 20.3 2.50 1.58 4.50 20.3 × ×

10 1.25 1.58 20.3 1.25 1.58 2.25 20.3 × ×

2.5 실험방법

불규칙파를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2점법과 3점법으로 기록

하였다. 특히, 파고계설치간격에 대해 Ikeda가 제안한 식을 이

용하여 파고계 간격을 설정하였다. Iketa는 3대의 파고계를 사

용해서 입사파 반사파 분리를 행할 때 파고계 간격의 설정방

법에 대해 아래의 순서로 파고계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1) 수심을 준다.

2) 계측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최저주파수와 최대 주파수를 준다.

3) fmin, fmax에 대한 Lmax, Lmin을 계산한다.

4) Lmin/Lmax을 계산한다.

5) Table 3에서 파고계 간격을 결정한다.

Table 3 Optimum installation distance of 3 point wave recorder 

A=Lmax/Lmin dx1 r

A<8 1/2(1/9 Lmax+8/9Lmin) 1/2

8<A<15 1/2(3/32Lmax+45/32Lmin) 1/3

15<A<24
1/2(2/25Lmax+48/25Lmin)

1/2(3/50Lmax+72/50Lmin)

1/4

2/3

24<A<35 1/2(5/72Lmax+175/72Lmin) 1/5

35<A<48

1/2(3/49Lmax+144/49Lmin)

1/2(5/98Lmax+240/98Lmin)

1/2(2/49Lmax+96/49Lmin)

1/6

2/5

3/4

3. 실험분석

3.1 전달율과 반사율

  와록블록식 방파제를 설치할 경우의 10가지 경우에 대해 수리

모형실험을 실시하여 각 지점에서 관측된 파형을 가지고 각 지점

에서 에너지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반사율을 구하기로 하였다. 먼

저 Table 4에서 와록블록식 방파제의 반사율과 전달율을 종합적

으로 정리하여 반사율을 제시하였고 Fig. 5에서는 설계파고인

10cm, 수위 H.W.L에서 에너지 분포를 주기별로 도시화 하였다.

Table 4 Reflection and transportation rate of warock block 

breakwater (DL +5.5m)

Case  

Tidal 
Level

 

1 7.75 2.2 H.W.L 0.5726 0.05009

avg.= 
0.5663

2 10 2.53 H.W.L 0.6753 0.06131

3 3.75 1.58 H.W.L 0.5597 0

4 2.5 1.58 H.W.L 0.5025 0

5 1.25 1.58 H.W.L 0.6265 0

6 7.75 2.2 M.W.L 0.4052 0.03328

7 10 2.53 M.W.L 0.7529 0.04443

8 3.75 1.58 M.W.L 0.4743 0

9 2.5 1.58 M.W.L 0.5292 0

10 1.25 1.58 M.W.L 0.5648 0

Fig. 5 Energy Spectrum at design wave height (=3.1m, 

H.W.L)

3.2 월파량

  Table 5는 와록블록식 방파제의 월파량을 분석한 것이다.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시에 태풍이 내습할 경우 천단고가 

DL(+)5.5일 경우의 HWL는 × 의 월파량이 발생하고, 

DL(+)6.0일 경우는 × 의 월파량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정도의 월파량은 항내의 정온도에 미소한 영향은 주지만 소형

어선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Wave overtopping rate

Crest 
height 

Water 
level



(m)



(sec)

Quantity

(  sec)

DL
+5.5m

H.W.L
4.0 16.0 × 

3.1 13.9 × 

M.W.L
4.0 16.0 × 

3.1 13.9 × 

DL
+6.0m

H.W.L 4.0
16.0 × 

13.9 × 

M.W.L 3.1
16.0 0

13.9 0

3.3 구조물 안정성

  와록블록식 방파제의 안정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이 성립해야 한다. 와록블록 상단에 거치되는 블록도 와록블록과 

동일조건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와록블록의 상단에 현장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타설하므로 인해 와록블록이 각각으로 거

동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갖

는다.  본 수리모형실험에서도 현장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속

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였다. 수리모

형실험이 수행되는 동안 와록블록의 거동은 전혀 없었고 매우 안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파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조물의 안정성은 매우 양호하였다.

4. 결    론

  수리모형실험 결과 전달율, 반사율, 월파량에 대해 점검효과

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수리모형실험에 있어 불규칙파로 실험을 할 경우 입사파 

반사파 분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수의 파고계를 이용하

면 정도를 높일 수 있다. 폭이 넓은 주파수대에 대해서는 고정

도로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2) 3대의 파고계를 이용하여 분리시킬 경우의 파고계 설치 

간격에 대해 수리실험에 의하면 Iketa가 제시한 3대의 파고계를 

이용할 때 Table 3에서 제시한 값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안정

된 Spectrum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본 연구의 채택안으로서 와록블록식 혼성방파제에서 전면

에는 자중을 가지는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배후면에는 와록 소파블록을 배치하여 반사율을 크게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최적화된 기능성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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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tical Solution for Fully Non-liner Progressive Water Waves

-Part I. The First Order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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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Non-linear progressive water waves, breaking limit, Kinema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The Stokes 
criterion, Dynam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In order to provide simple and accurate wave theory in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n analytical approximation is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solution is limited to flat bottom having a constant water depth. Water is considered as incompressible and irrotational flow 

is assumed. The solution satisfies the continuity equation, bottom boundary condition and non-linear kinema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Dispersion relationship also is presented with closed form solution. Wave crest height and wave trough depth with respect to 
wave length and water depth is presented with closed form solution. Breaking wave height is presented with closed form solution. The 

Stokes criterion for wave breaking has been proved in this paper. The wave profile satisfying non-linear kinema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is expressed with an implicit func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express the wave profile with an explicit function, a useful 
function is introduced in the paper. In order to express the basic concept of the approach proposed in this paper, the first order solution 

was presented in Part I. The high order solution was presented in Part II. Power series expansion of the solution was presented in Part 
III.

1.Introduction

Numerous water wave theories have been developed 

which are applicable to different environments 

dependent upon the specific environmental parameters, 

e.g., water depth, wave height and wave period. Airy 

wave theory, Stokes wave theory, Cnoidal wave theory, 

Dean’s numerical stream function theory(Chakrabarti, 

1987; DN, 2007) are commonly used in description of 

water wave. These wave theories are limited to a flat 

bottom having a constant uniform water depth and 

assume that the waves are periodic and uniform. 

Additionally, water is assumed incompressible and 

irrotation. In this paper, these assumptions are 

considered. In spite of these assumptions, the complete 

solution has not been solved. Due to its simplicity, Airy 

wave theory and Stokes wave theory are commonly 

used in the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iry wave 

theory and Stokes wave theory satisfy the continuity 

equation and the bottom boundary condition exactly. 

Cnoidal wave theory satisfies the bottom boundary 

condition only. However, the nonlinear boundary 

conditions at the free surface are not satisfied by any of 

these theories except for the kinematic condition met by 

the Dean’s stream function theory. Hence the stream 

function theory has a broader range of validity than the 

other theory(Chakrabarti, 1987; DNV, 2007). The stream 

function theory is a purely numerical method (DNV, 

2007). 

 

In order to provide simple and accurate wave theory in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n analytical approximation 

has been attempted in this paper. The linear 

combination of velocity potential developed in linear 

wave theory was considered in this paper. With the 

velocity potential, two wave profiles were calculated. 

One of them was calculated from non-linear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The other was calculated from 

non-linear dynamic boundary condition. 

 

The combination coefficients in velocity potential and 

dispersion relationship are unknown parameters, which 

were determined to minimize deviation of the two wave 

profiles. Two wave profiles can be expanded with two 

power series at a point “B” given in Fig.1. When 

coefficients of two power series are matched, we have 

equations sets to determine dispersion relationship and 

the combination coefficients. If all combination 

coefficients are determined with the equations sets, the 

solution is the complete solution. But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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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to determine the exact coefficients was left 

for future study.  Instead of the complete solution, an 

approximation was considered, in which combination 

coefficients were presented with an assumed recurrence 

relation. The recurrence relation was presented with one 

correction factor. In this case, wave profiles can be 

presented with only two unknown parameters which 

are dispersion relationship and the correction factor. 

Hence we can solve the equation sets easily with two 

additional conditions which were derived from first and 

second derivative of the two wave profiles at a point 

“B”. 

 

In order to express the basic concept of the approach 

proposed in this paper and in order to give good 

application in deep sea, first order solution was 

presented at first. And then high order solution was 

presented. 

 

The wave profile is presented with an implicit function. 

Hence the wave profile is a nonlinear equation. Three 

solution methods were introduced to determine the 

wave profile given with the implicit function. The first 

method is using the inverse function of the wave 

profil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first order solution 

only. The second method is an infinite series expansion 

of the wave profile. The third method is power series 

expansion of the wave profile. A useful function which 

is the inverse function of the wave profile was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function can be applied to 

the first order solution only.

2. Basic equation and boundary conditions 

 

Water is assumed incompressible. Hence the continuity 

equation can be presented with∇  in which ∇ is 

vector differential operator and  is velocity filed of 

water particle. Irrotational flow also assumed. Then the 

velocity filed of water particle can be expressed with the 

gradient  ∇ of velocity potential . Hence the 

continuity equation can be presented as follows

∇    in the fluid (1)

Typical wave profile and coordinate system considered 

in this analysis was given in Fig. 1 in which  is wave 

height,   is wave crest height,   is wave trough depth, 

  is wave period and   is wave length.  is time.  is 

horizontal position and  is vertical position.  is water 

depth. Flat bottom is assumed in this study.     is 

wave profile and   is wave profile at phase -90deg or 

90deg with respect to the coordinate system shown in 

Fig.1. O is origin of the coordinate system. Point A is 

wave crest position, point B is wave profile position at 

phase -90deg or 90deg. And point C is wave trough 

position.  

Fig.1 Typical wave profile and coordinate system 

considered in this paper.

 

Boundary condition on flat bottom is presented as 

follows.

   on  (2)

Where  is vertical velocity of water particle.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on free surface is presented as 

follows.









 on      (3)

Where  is horizontal velocity of water particle. 

Dynamic boundary condition on free surface is presented 

as follows.










     

              on     (4)

Where  is acceleration due to gravity and  is the 

Bernoulli's constant. 



3. Velocity potential and water particle velocity 

Velocity potential from linear wave theory was 

considered in this paper. From linear Airy wave theory, 

velocity potential to satisfy basic equation (1) and bottom 

boundary condition (2) can be written as follows.

  coshsin (5)

Where   is a constant to be determined. In Eq.(5), the 

reference phase    is considered for the wave such 

that at   , the wave profile becomes equal to the 

wave crest. For progressive wave, phase is defined as 

follows

    (6)

And

     (7)

In which  is the wave number, defined as   .  

is angular frequency, defined as    .  is the ratio 

of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to its diameter.

Differentiating Eq.(5) with respect to , we have 




coshcos   (8)

Differentiating Eq.(5) with respect to  and , 

respectively, the horizontal water particle velocity is 





 cosh cos (9)

And the vertical water particle velocity is





 sinh sin (10)

On the free surface, the above equations can be 

rewritten as follows




 coshcos

    on     (11)

 cosh cos

    on     (12)

 sinh sin

    on     (13)

in which non-dimensional wave profile is defined as 

follows

     (14)

4. Wave profile from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Substituting Eq.(12) and (13) into Eq.(3), we have

 sinhsin 



 coshcos




(15)

By using chain rule and Eq.(14), we have






















(16)

And 















(17)

Substituting Eq.(16) and (17) into Eq.(15), Eq.(15) can be 

rewritten as follows.

 sinhsin 






 coshcos





The above equation is an ordinary equation which can 

be rewritten as follows







 sinh


cos



sinh
cos

The right hand side of the above equation is an exact 

differential equation. Hence the above equation can be 

rewritten as follows










sinhcos
(18)

Integrating Eq.(18) with respect to  , we have

  

 


 

sinh cos  (19)



Where   is an integral constant. When  ± , 

    and   as defined in Fig.3. Hence we have 

  in which   is defined in Fig.1. In linear Airy 

wave theory   . But   is non-zero negative value as 

shown in Fig.1. Hence Eq.(19) can be rewritten as 

follows.

 


 

sinhcos  (20)

Where non-dimensional nominal water depth is defined 

as follows

    (21)

  can be determined with following continuity 

equation






   (22)

  Fig.2 Wave profile on the plan   cos

In order simplify Eq.(20), a useful parameter is 

introduced as follows

≡


 

(23)

By using the above parameter, Eq.(20) can be rewritten 

as follows

   sinhcos  (24)

The above equation is an implicit function with respect 

to wave profile. But the above equation can be presented 

with an explicit function with respect to wave phase 

which was shown in Fig.2. The inverse function of a 

function in Fig.2 was shown in Fig.3. 

 

Fig.3 Wave profile on the plan    

5. Wave profile from dynamic boundary condition

From Eq.(4), wave profile can be presented as follows

 









     (25)

Substituting Eq.(11), (12) and (13) into Eq.(25), Eq.(25) 

can be rewritten as follows.

 



coshcos

   


  

sinh cos


(26)

By multiplying wave number to Eq.(26), 

non-dimensional form of wave profile can be presented 

as follows.




 
coshcos

   


  

sinh cos
  (27)



Since     at phase  ± , the above equation can 

be rewritten as follows.

  


  

sinh
 (28)

Substituting Eq.(28) into Eq.(27) and adding  at the 

both sides of Eq.(27), Eq.(27) can be rewritten as follows.

 


 
coshcos

  


  

sinh sinh
 cos

 (29)

In order to simplify Eq.(29), a useful parameter in 

addition to Eq.(23) is introduced as follows.

≡




(30)

Using the parameters defined (23) and (30), we have




  (31)



  

   (32)

Using the parameters defined in Eq.(31) and (32), wave 

profile given in Eq.(29) can be rewritten as follows.

   coshcos

 


 

sinh sinh
 cos

 (33)

5. Wave height, crest height and trough depth 

Eq.(24) satisfies basic equation, bottom boundary 

condition and kinema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exactly. But Eq.(24) does not satisfy dynamic boundary 

condition.

 Eq.(33) satisfies basic equation, bottom boundary 

condition and dynamic boundary condition exactly. But 

Eq.(33) does not satisfy kinema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Because of the reason, the solutions given in Eq.(24) 

and (33) are approximations.

When we give up one during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and dynamic boundary condition, the best way 

is to give up dynamic boundary condition(Clive, 1973). 

Because of the reason, Eq.(24) gives more good 

approximation rather than Eu.(33). Hence wave height, 

crest height and trough depth were calculated with 

Eq.(24) instead of Eq.(33).

When cos   in Eq.(24), we have


max

  sinh
max

  (34)

The above equation can be rewritten as follows


sinh

max



max


(35)

When cos   in Eq.(24), we have


min

  sinh
min

  (36)

The above equation can be rewritten as follows


sinh

min



min


(37)

From Eq.(35) and (37), we have

 

sinh
max




max



sinh

min



min


(38)

Since non-dimensional wave height is   
max

 
min

, 

the above equation can be rewritten as follows


min


 cosh sinhtanh

min



(39)

The above equation is a non-linear equation. The 

solution can be solved as follows.


min

 lim
→∞


min (40)

Where


min 

 cosh sinhtanh
min 



for   (41)


min 
 cosh sinhtanh


      

(42)



Wave crest height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max
 

min
(43)

Substituting Eq.(39) into Eq.(37), Eq.(37) can be 

rewritten as follows.


sinh

min
 cosh sinhtanh

min




(44)

6. Dispersion Relationship

If equation (24) and equation (33) are exact solutions, 

the ratio of two wave profiles  will give a constant 

value which is the dispersion relationship. comparing 

Eq.(24) and (33), we can know that the ratio of two wave 

profiles is not a constant value. Hence dispersion 

relationship cannot determined from the ratio of two 

wave profiles. In the previous chapters, with the 

condition which     at phase  ± , two wave 

profiles were coincided at phase  ± . For the good 

approximation, also slopes of two wave profiles at phase 

 ±  are coincided, which gives  an equation to 

determine dispersion relationship.

From Eq.(24), the first derivative of wave profile 

resulted from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can be 

determined as follows.




  cosh




cos   sinh sin (45)

Hence slop of wave profile (24) at phase    can 

be determined as follows





 

  sinh    (46)

From Eq.(33), the first derivative of wave profile 

resulted from dynamic boundary condition can be 

determined as follows.




   sinh cos




  cosh sin

      




 

sinh



sin

 (47)

Hence slop of wave profiles at phase    can be 

determined as follows





 




 


 

sinh

 cosh
(48)

If we substitute Eq.(46) into Eq.(48), dispersion 

relationship can be determined as follows

 


   
sinh



tanh
(49)

When  , Eq.(49) is   tanh   which is 

dispersion relationship resulted from linear theory. Since  

  , wave height can be limited as follows.

≤
sinh


(50)

Fig.4 Dispersion relationship of the first order 

solution(vertical axis  tanh  :, horizontal axis : )

In Fig.4, dispersion relationships are shown with 

respect to different water depth. The legends shown in 

Fig.4 mean non-dimensional water depth . Horizontal 

axis is dimensionless wave height. Vertical axis is 

dispersion relationship  tanh . In order to coincide 

all curves at the origin of the coordinate system, vertical 

axis is expressed with  tanh  instead of . Hence 

dispersion relationship from linear theory can be 

presented by a point located at the origin in the Fig. 4.



7. Solution methods for non-linear wave profile

As shown in Eq.(24), wave profile was expressed with 

an implicit function which is nonlinear. Four methods 

solving Eq.(24) are introduced in this chapter.

7.1 Inverse function method

Eq.(24) is an implicit function with respect to wave 

profile, but Eq.(24) is an explicit function with respect to 

phase. Hence given wave profile, phase can be easily 

determined from Eq.(24). It means that if the inverse 

function of Eq.(24) is defined, given phase, wave profile 

is easily determined with the inverse function. A 

standard form of Eq.(24) can be presented with 

 sinh    in which  means independent variable, 

 means dependent variable and  means an arbitrary 

constant.

The inverse function of function  sinh    can 

be presented as follows

    
sinh 


(51)

In which superscript "-1" means inverse function of 

   . Hence the function  sinh    can be 

presented as follows

    (52)

By using the above function, Eq.(24) can be presented 

as follows

   cos (55)

7.2 Infinite sequence expansion

The second method is infinite sequence expansion as 

follows

  lim
→

 (56)

Where

   sinh  cos 

  for   (57)

   sinh cos  (58)

Eq.(56) always converges within breaking limit which 

will be discuss in Ch.8. When wave height is higher than 

the breaking limit, Eq.(56) will diverge.

7.3 Power series expansion

The third method is the power series expansion of 

Eq.(24). The power series of wave profile (24) can be 

presented as follows

 


∞



 
cos  (59)

Where

  






 

(60)

The above differential can be calculated with following 

function. 

  sinh  (61)

where   cos .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first 

differential was shwon in Eq.(45). By using the same 

method, the differential defined in Eq.(61) can be 

calculated. 

7.4 Fourier  series expansion

By using the Fourier series(Mark, 1991) of cos  , 

Eq.(59) can be presented as follows

 


∞



  

 


cos




∞



 

 


    

cos 




∞





 


  

cos   
(62)

Since 




cos     for nonzero integer , by 

applying Eq.(62) into Eq.(22), we have

 


∞



  

 
(63)



Hence Eq.(62) can be rewritten as follows

  
cos

   


∞



 

 


    

cos 

   


∞





 


  

cos    
(64)

The above Fourier Series expansion is also valid for 

high order solution. Only Fourier coefficient is modified 

in high order solution. The above Fourier Series 

expansion can be applied in irregular wave which will be 

discussed in future study. 

8. Wave height limitation

When wave height is less than breaking limit, wave 

profile on the plan   cos  is shown in Fig.2. The 

same profile as in Fig.2 is shown on the plan   in 

Fig.3. When wave height reach breaking limit, wave 

profile on the plan   cos  is shown in Fig.5. When 

we check a wave profile on the plan   cos , we can 

know that there is wave height limitation which is local 

maximum point as shown in Fig.5. Horizontal coordinate 

of the local maximum point is denoted with 
max . Hence 

useful range is limited with  ≤ 
max .

To find out the local maximum point, the first 

derivative of the Eq.(61) is calculated as follows

  



sinh  cosh (65)

Since 



  and   cos   at local maximum 

point, the above equation can be rewritten as follows

  cosh
max  (66)

Since 
max , we can know that 

cosh
max   sinh . Hence from Eq.(66), we can know 

that

 
cosh

max 



sinh


(67)

Fig.5. Wave profile on the plan   cos

With Eq.(67) and ≤  , we can know that Eq.(50) is 

satisfied within breaking limitation. Hence dispersion 

relationship (49) gives positive value within breaking 

limitation.

Substituting Eq.(66) into Eq.(61), Eq.(61) can be 

rewritten as follows.

 
max  tanh

max  (68)

in which sub-index "b" means breaking limit. At the 

wave trough   cos  , Eq.(61) is


min  sinh

min   (69)

Substituting Eq.(66) into (69), Eq.(69) can be rewritten 

as follows.

min 
cosh

max 

sinh
min 

 (70)

Since 
min  

max  , Eq.(70) can be rewritten as 

follows.


max   tanh

max  cosh  sinh  

(71)

Substituting Eq.(68) into Eq.(71), Eq.(77) can be 

rewritten as follows

tanh
min  
 cosh 

 sinh 
(72)



Substituting Eq.(72) into Eq.(68), Eq.(68) can be 

rewritten as follows

 tanh

 cosh 

 sinh 

 cosh 

 sinh 
(73)

Fig.6 Wave height limitation of the first order solution.

Eq.(73) is the wave height limitation with respect to 

water depth which is shown in Fig. 6.

For all positive value , tanh  ≤ . Hence from Eq. 

(72), we can know that

 cosh 

 sinh 
≤  (74)

The above inequity (69)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75)

The above inequity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76)

The above limitation is higher than breaking limit 0.142 

proposed by Stokes (Chakrabarti, 1987).

From Eq.(12) and (13), we have water particle velocity 

at the crest    as follows.

   cosh
max

 (77)

    (78)

in which c is celerity. At breaking limit, we have Eq. 

(66). Substituting Eq.(66) into Eq.(77), we have

 

  for     (79)

    

The Stokes criterion for wave breaking is that the 

particle velocity at the crest reaches the celerity. Hence 

the Stokes criterion has been proved in the Eq.(79).

For all wave height, the particle velocity at the crest 

can be presented as follows. Substituting Eq.(44) into 

Eq.(77),  we have

 
tanh

min
 coshsinh

cosh sinh cosh
min



for  ≤  (80)

Since 
tanh

min
 coshsinh

cosh sinh cosh
min


≤ , we can 

know that

 ≤  for  ≤  (81)

The above equation means that water particle velocity 

is less than the celerity when wave height is less than 

breaking limit.

9. Solution procedure 

Regular wave is completely determined with wave 

height, water depth and wave period. In this report, all 

quantities are normalized with wave number to be 

determined with the three basic quantities. Hence the 

solution is obtained in an iterative way with initial 

estimate of  and  . With assumed initial value  of  

and  , wave profile and dispersion relationship can be 

easily calculated. With calculated relationship and given 

wave period, wave length can be calculated. And then 

with calculated wave length and assumed initial value  

of  and  , wave height and water depth can be 

calculated. When calculated wave height and water depth 

reach the given wave height and water depth 

respectively, the iterative is required.



10. Error for dynamic boundary condition

Dean(Chakrabarti, 1987) proposed the dimensionless 

errors as functions of the wave phase,  , which are 

defined for the kinematic and dynamic conditions 

respectively. Because wave profile can be determined 

from kinematic and dynamic condition, error is defined 

as follows instead of the Dean's proposal.

 




 




     (82)

in which   is wave profile defined in Eq.(24) and   is 

wave profile defined in Eq.(33). Because inverse functions 

of wave profile can be available for the first order 

solution, error can be defined as follows. Eq.(24) can be 

rewritten as follows. 

  cos 


 sinh


(83)

Eq.(24) is a quadratic equation with respect to cos . 

Eq.(24) has only one useful solution as follows

  cos 




cosh

 


cosh
   sinh sinh






(84)

For Airy wave theory, we have




 cos 



(85)

 

5. Result and Conclusions  

For   and  , wave profiles were shown in 

Fig. 7. Dynamic wave profile was calculated from Eq.(84) and 

Kinematic wave profile was calculated from Eq.(83). Since 

 ≤ cos ≤ , vertical axis is valid for [-1,1]. In the 

range, the difference between two profile is very small except 

the crest. At the crest, the difference is the maximum. RMS 

defined (85) is 0.0145. Hence the first order solution gives 

good application for deep sea wave. Wave profile was shown 

in Fig.8. Dimensionless horizontal and vertical water-particle 

velocity is given as follows.



  coshcos  on     (86)



  sinhsin  on     (87)

Fig.7 Wave profiles for   and  

Water-particle velocities were shown in Fig.9. 

horizontal velocity is 1 at crest, which means horizontal 

velocity reaches the celerity as given in Eq.(79).

Fig.8 Wave profiles for   and  



Fig.9 Water particle velocities on free surface.

In order to provide simple and accurate wave theory in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n analytical approximation 

was introduced in this paper. Because the same velocity 

potential in linear theory is considered, the theory given 

in this paper gives simple and good application rather 

than the other wave theories. Wave breaking limitation 

and the breaking phenomena were analytically 

investigated in this paper. The Stokes(Chakrabati, 1987) 

breaking-wave criterion has been proved in this paper. 

Four useful methods solving non-linear equations were 

introduced in this paper. A useful function to present 

wave profile explicitly was defined in this paper. The 

solution gives good application for deep sea wav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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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tical Solution for Fully Non-liner Progressive Water Waves

-Part II. High Order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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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Non-linear progressive water waves, breaking limit, Kinema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In order to provide simple and accurate wave theory in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n analytical approximation is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solution is limited to flat bottom having a constant water depth. Water is considered as incompressible and irrotational flow 
is assumed. The solution satisfies the continuity equation, bottom boundary condition and non-linear kinema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Dispersion relationship also is presented with closed form solution. Wave crest height and wave trough depth with respect to 
wave length and water depth is presented with closed form solution. Breaking wave height is presented with closed form solution. The 
Stokes criterion for wave breaking has been proved in this paper. The wave profile satisfying non-linear kinema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is expressed with an implicit func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express the wave profile with an explicit function, a useful 
function is introduced in the paper. In order to express the basic concept of the approach proposed in this paper, the first order solution 
was presented in Part I. The high order solution was presented in Part II. Power series expansion of the solution was presented in Part 

III.

1.Introduction

Numerous water wave theories have been developed 

which are applicable to different environments 

dependent upon the specific environmental parameters, 

e.g., water depth, wave height and wave period. Airy 

wave theory, Stokes wave theory, Cnoidal wave theory, 

and Dean’s numerical stream function theory are 

commonly used in description of water 

wave(Chakrabarti, 1987). These wave theories are limited 

to a flat bottom having a constant uniform water depth 

and assume that the waves are periodic and uniform. 

Additionally, water is assumed incompressible and 

irrotation. In this paper, these assumptions are 

considered. In spite of these assumptions, the complete 

solution has not been solved. Due to its simplicity, Airy 

wave theory and Stokes wave theory are commonly 

used in the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iry wave 

theory and Stokes wave theory satisfy the continuity 

equation and the bottom boundary condition exactly. 

Cnoidal wave theory satisfies the bottom boundary 

condition only. However, the nonlinear boundary 

conditions at the free surface are not satisfied by any of 

these theories except for the kinematic condition met by 

the Dean’s stream function theory(Dean, 1965). Hence 

the stream function theory has a broader range of 

validity than the other theory(Chakrabarti, 1987; DNV, 

2007). The stream function theory is a purely numerical 

method(DNV, 2007). 

 

In order to provide simple and accurate wave theory in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n analytical approximation 

has been attempted in this paper. The linear 

combination of velocity potential developed in linear 

wave theory was considered in this paper. With the 

velocity potential, two wave profiles were calculated. 

One of them was calculated from non-linear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The other was calculated from 

non-linear dynamic boundary condition. 

 

The combination coefficients in velocity potential and 

dispersion relationship are unknown parameters, which 

were determined to minimize deviation of the two wave 

profiles. Two wave profiles can be expanded with two 

power series at a point “B” given in Fig. 1. When 

coefficients of two power series are matched, we have 

equations sets to determine dispersion relationship and 

the combination coefficients. If all combination 

coefficients are determined with the equations sets, the 

solution is the complete solution. But the analysis 

procedure to determine the exact coefficients was left 

for future study.  Instead of the complete solutio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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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ion was considered, in which combination 

coefficients were presented with an assumed recurrence 

relation. The recurrence relation was presented with one 

correction factor. In this case, wave profiles can be 

presented with only two unknown parameters which 

are dispersion relationship and the correction factor. 

Hence we can solve the equation sets easily with two 

additional conditions which were derived from first and 

second derivative of the two wave profiles at a point 

“B”. 

 

In order to express the basic concept of the approach 

proposed in this paper and in order to give good 

application in deep sea, first order solution was 

presented at first. And then high order solution was 

presented. 

 

The wave profile is presented with an implicit function. 

Hence the wave profile is a nonlinear equation. Three 

solution methods were introduced to determine the 

wave profile given with the implicit function. The first 

method is using the inverse function of the wave 

profil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first order solution 

only. The second method is an infinite series expansion 

of the wave profile. The third method is power series 

expansion of the wave profile. A useful function which 

is the inverse function of the wave profile was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function can be applied to 

the first order solution only.

2. Basic equation and boundary conditions 

 

Water is assumed incompressible. Hence the continuity 

equation can be presented with∇  in which ∇ is 

vector differential operator and  is velocity filed of 

water particle. Irrotational flow also assumed. Then the 

velocity filed of water particle can be expressed with the 

gradient  ∇ of velocity potential . Hence the 

continuity equation can be presented as follows

∇    in the fluid (1)

Typical wave profile and coordinate system considered 

in this analysis was given in Fig. 1 in which  is wave 

height,   is wave crest height,   is wave trough depth, 

  is wave period and   is wave length.  is time.  is 

horizontal position and  is vertical position.  is water 

depth. Flat bottom is assumed in this study.     is 

wave profile and   is wave profile at phase -90deg or 

90deg with respect to the coordinate system shown in 

Fig. 1. O is origin of the coordinate system. Point A is 

wave crest position, point B is wave profile position at 

phase -90deg or 90deg. And point C is wave trough 

position.  

Fig.1 Typical wave profile and coordinate system 

considered in this paper.

 

Boundary condition on flat bottom is presented as 

follows.

   on  (2)

Where  is vertical velocity of water particle.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on free surface is presented as 

follows.









 on      (3)

Where  is horizontal velocity of water particle. 

Dynamic boundary condition on free surface is presented 

as follows.










     

              on     (4)

Where  is acceleration due to gravity and  is the 

Bernoulli's constant. 



3. Velocity potential and water particle velocity 

Velocity potential from Airy wave theory was 

considered in this paper. From Airy wave theory, 

velocity potential to satisfy basic equation (1) and bottom 

boundary condition (2) can be written as follows.

  


∞

cosh  sin  (5)

Where   and  (except    ) are unknown 

constants to be determined. In Eq.(5), the reference phase 

   is considered for the wave such that at   , the 

wave profile becomes equal to the wave crest. For 

progressive wave, phase is defined as follows

    (6)

And

     (7)

In which  is the wave number, defined as   .  

is angular frequency, defined as    .  is the ratio 

of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to its diameter.

Differentiating Eq.(5) with respect to , we have








∞

cosh cos    (8)

Differentiating Eq.(5) with respect to  and , 

respectively, the horizontal water particle velocity is 





 



∞

cosh  cos  (9)

And the vertical water particle velocity is





 



∞

sinh  sin  (10)

On the free surface, the above equations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cosh cos 

    on     (11)

 


∞

cosh  cos 

    on     (12)

 


∞

sinh  sin 

    on     (13)

in which non-dimensional wave profile is defined as 

follows

     (14)

4. Wave profile from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Substituting Eq.(12) and (13) into Eq.(3), Eq.(3)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sinh sin 

   



 



∞

cosh cos 



(15)

By using chain rule and Eq.(14), we have






















(16)

And 















(17)

Substituting Eq.(16) and (17) into Eq.(15), Eq.(15)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sinh sin 








 



∞

cosh cos 




The above equation is an ordinary equation which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sinh 


cos 

 


∞



sinh 
cos 

The right hand side of the above equation is an exact 

differential equation. Hence the above equation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sinh cos 
(18)

Integrating Eq.(18) with respect to  , we have

  

 


 




∞

sinh cos  (19)

Where   is an integral constant. When  ± , 

    and   as defined in Fig.2. Hence we have 

 


 




∞

sinh  cos 

in which   is defined in Fig.1. In Airy wave theory 

  . But   is non-zero negative value as shown in 

Fig.1. Hence Eq.(19)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sinh cos  sinh cos 

(20)

Where non-dimensional nominal water depth is defined 

as follows

    (21)

  can be determined with following continuity 

equation






   (22)

In order simplify Eq.(20), a useful parameter is 

introduced as follows

≡


 

(23)

By using the above parameter, Eq.(20)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sinh cos  sinh cos 

(24)

Typical wave profile in Eq.(24) was shown in Fig.2.

Fig.2 Wave profile on the plan    

5. Wave profile from dynamic boundary condition

From Eq.(4), wave profile can be presented as follows

 









     (25)

Substituting Eq.(11), (12) and (13) into Eq.(25), Eq.(25)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cosh cos 

   


  




∞

cosh  cos 


   


  




∞

sinh  sin 




   on     (26)

By multiplying wave number to Eq.(26), 

non-dimensional form of wave profile can be presented 

as follows.



 






∞

cosh cos 

   


  




∞

cosh  cos 


   


  




∞

sinh  sin 


 

   on     (26)

Since     at phase  ± , the above equation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cosh cos 

    

    


  




∞

cosh  cos 


   


  




∞

sinh  sin 


(27)

Substituting Eq.(27) into Eq.(26) and adding  at the 

both sides of Eq.(26), Eq.(26)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cosh cos  cosh cos 

   


  




∞

cosh  cos 


   


  




∞

cosh  cos 


   


  




∞

sinh  sin 


  


  




∞

sinh  sin 


 (28)

In order to simplify Eq.(28), a useful parameter in 

addition to Eq.(23) is introduced as follows.

≡




(29)

Using the parameters defined in Eq.(23) and (29), we 

have




  (30)



  

   (31)

Using the parameters defined in Eq.(30) and (31), wave 

profile given in Eq.(28) can be rewritten as follows.

  


∞

cosh cos  cosh cos 

   


  


∞

cosh  cos 


   


  


∞

cosh  cos 


   


  


∞

sinh  sin 


   


  


∞

sinh  sin 




(32)

6. Solutions for non-linear wave profile 

Because the above function is an implicit function with 

respect to wave profile and phase also, the inverse 

function method cannot be applied to solving equation 

(24). Only infinite sequence expansion, power series 

expansion and Fourier series expansion can be applied 

solving equation (24).

6.1 Infinite sequence expansion

 By using infinite sequence expansion, profile in Eq.(24) 

can be solved as follows

  lim
→

 (33)

Where

  


∞

sinh  cos  sinh cos 

  for   (34)

  


∞

sinh cos  sinh cos 

(35)



6.2 Power series expansion

The second method is the power series expansion of 

Eq.(24). The power series of wave profile (24) can be 

presented as follows

 


∞



 
cos  (36)

Where

  






 

(37)

in which   cos

6.3 Fourier  series expansion

By using the Fourier series(Mark, 1991) of cos  , 

Eq.(36) can be presented as follows

 


∞



  

 


cos




∞



 

 


    

cos 




∞





 


  

cos    
(38)

Since 




cos     for nonzero integer , by 

applying Eq.(38) into Eq.(22), we have

 


∞



  

 
(39)

Hence Eq.(38) can be rewritten as follows

  
cos

   


∞



 

 


    

cos 

   


∞





 


  

cos    

(40)

The above Fourier Series expansion can be applied in 

irregular wave also. 

7. Dispersion relationship and combination coefficient

Eq.(24) can be rewritten with a power series expansion 

as follows

  


∞




  (41)

 






 

(42)

in which  is given in Eq.(24)

Eq.(32) can be rewritten with a power series expansion 

as follows

  


∞




  (43)

 






 

(44)

in which  is given in Eq.(32)

Eq.(42) should be equal Eq.(44), hence we have 

equation sets to determine dispersion relationship  and 

combination coefficient  as follows

     for   (45)

When dispersion relationship  and combination 

coefficient  is determined with Eq.(45), the solution 

proposed in this paper is the complete solution 

obviously. Solving Eq.(45) is very difficult. Hence instead 

of the complete solution, an approximation was 

considered with preassumed recurrence relationship as 

follows

 

    for   (46)

   is unknown parameter which is defined with 

correction factor. Owing to the assumption (46), infinite 

number of unkwon parameters is reduced to only two 



known parameters  and . Hence we require only two 

equations which are given as follows

    (47)

   (48)

7.1 The first and second derivative of wave profile from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The first derivative of Eq.(24)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

cosh  cos 




 


∞

sinh  sin 

(49)

From Eq.(49), the second derivative of wave profile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

cosh  cos 






      


∞


sinh  cos 
 



      


∞


cosh  sin 




      


∞


sinh  cos  (50)

Hence the first differential coefficient at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51)

Where

     (51-2)

                    (51-3)

For simplification, following notation is introduced. For 

an positive integer 

  


∞

sinh  sin  (52)

  


∞

sinh  cos  (53)

  


∞

cosh  sin  (54)

  


∞

cosh  cos  (55)

From Eq.(50), the second differential coefficient at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56)

7.2 The first and second derivative of wave profile from 

dynamic boundary condition

The first derivative of Eq.(32)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


sinh cos 




 


∞


cosh sin 

  


∞

cosh  cos 




∞


sinh  cos 







∞


cosh  sin 
  



∞

sinh  sin 




∞


cosh  sin 







∞


sinh  cos 
(57)

From Eq.(57), the second derivative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


sinh cos 






       


∞


cosh cos 
 



       


∞


sinh sin 
 

 


∞


cosh cos 

    


∞


sinh cos 
 

                 


∞


cosh sin  




      


∞

cosh cos     

        


∞


sinh cos 






          


∞


cosh cos 
 



           


∞


sinh sin 




          


∞


cosh cos 
    



∞


cosh sin 




               


∞


sinh cos 





∞

sinh sin 




∞


cosh sin 






         


∞


sinh sin 
 



         


∞


cosh cos 




         


∞


sinh sin  (58)

From Eq.(57), the first differential coefficient at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59)

Where

  

     

(60)

  

    

 

(61)

From Eq.(58), the second differential coefficient at 

  can be calculated as follows




    

         

      

     


   

    




    

(62)

7.3 Dispersion relationship

Substituting Eq.(51) and (59) into Eq.(47), dispersion 

relationship can be determined as follows

 
 


(63)

7.4 Correction factor

By using Eq.(47) and (48), we have a function with respect 

to 

    

        

      

     


    

    




   

 



(64)

Hence correction factor can be determined with 

following equation.

     for   ≤  ≤  (65)

The above equation has many solutions. Only the 

minimum solution is valid.    means the first order 

solution. The minimum solution of the Eq.(65) was given 



in Fig.3. As shown in Fig.3, when water depth is 

increased and wave height is decreased, correction factor 

is decreased.

Fig.3 Correction factor with respect to wave height and 

water depth

8. Solution procedure 

Regular wave is completely determined with wave 

height, water depth and wave period. In this report, all 

quantities are normalized with wave number to be 

determined with the three basic quantities. Hence the 

solution is obtained in an iterative way with initial 

estimate of  and  . With assumed initial value  of  

and  , wave profile and dispersion relationship can be 

easily calculated. With calculated relationship and given 

wave period, wave length can be calculated. And then 

with calculated wave length and assumed initial value  

of  and  , wave height and water depth can be 

calculated. When calculated wave height and water depth 

reach the given wave height and water depth 

respectively, the iterative is required.

9. Error for dynamic boundary condition

Dean(Chakrabarti, 1987) proposed the dimensionless 

errors as functions of the wave phase,  , which are 

defined for the kinematic and dynamic conditions 

respectively. Because wave profile in Eq.(24) satisfy the 

kinematic boundary condition, error for the kinematic 

boundary is obviously zero. Hence only error for 

dynamic condition is required which can be checked as 

follows. Eq.(4) can be rewritten as follows.








    (66)

Because wave profile in Eq.(24) is not complete 

solution, Bernoulli constant in Eq.(24) is not a constant.

Bernoullii constant is assumed with the mean values of 

Eq.(66) as follows

 


 




  (67)

Root mean square error is defiend as follows

 




 

 




     (68)

  

10. Result and verification   

Five waves with period 18sec were calculated at breaking 

limit with 10th order solution(n=10). For D=0.1, calculation 

results are shown in Fig.4 and Fig.5. In Fig.4, wave profile 

was compared with linear wave having same height. Root 

mean square error defined in Eq.(68) is 14.6%. Because 

infinite sequence method cannot be applied to solving (32), 

substituting Eq.(11), (12), (13) and (24) into Eq.(25), dynamic 

wave profile was calculated and presented in Fig.4. 

Difference between dynamic profile and kinematic profile is 

very large at the crest and the solution has large error for 

ultra shallow water wave. It means that more correction 

factors are required for ultra shallow water wave. The ratio 

of the wave height from dynamic profile to water depth is 

0.74 which is similar to solitary wave limit 0.78. Water 

particle velocity was shown in 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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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Wave profile at breaking limit in D=0.1.

 



For D=0.2, calculation results are shown in Fig.6 and 7. In 

Fig.6, wave profile was compared with linear wave having 

same height. Wave steepness is 0.075. Root mean square 

error is 12%. Water particle velocity was shown in Fig.7. 

Dynamic wave profile calculated by Eq.(25) is also 

presented. Difference between dynamic profile and kinematic 

profile is large at wave crest. The ratio of the wave height 

from dynamic profile to water depth is 0.77 which is similar 

to solitary wave limit 0.78.

 

-2 

-1 

0 

1 

2 

3 

4 

5 

-40 -30 -20 -10 0 10 20 30 40

V
el
o
ci
ty
[m

/s
e
c]

Position from wave crest[m]

Velocity and celerity

Celerity

Horizonta l velocity

Vertical velocity

Fig.5 Water particle velocity at breaking limit in 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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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Wave profile at breaking limit in 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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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Water particle velocity at breaking limit in D=0.2

 For D=0.5, calculation results are shown in Fig.8 and 9. In 

Fig.8, wave profile was compared with linear wave having 

same height. Wave steepness is 0.1. Root mean square error 

is 5.4%. Water particle velocity was shown in Fig.9. 

Dynamic wave profile calculated by Eq.(25) is also 

presented. Difference between dynamic profile and kinematic 

profile is small. The ratio of the wave height from dynamic 

profile to water depth is 0.79 which is similar to solitary 

wave limit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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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Wave profile at breaking limit in 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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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Water particle velocity at breaking limit in D=0.5

 For D=1, calculation results are shown in Fig.10 and 11. In 

Fig.10, wave profile was compared with linear wave having 

same height. We can know wave steepness is 0.127. Root 

mean square error is 1.18%. Water particle velocity was 

shown in Fig.11. Dynamic wave profile calculated by Eq.(25) 

is also presented. We can know that difference between 

dynamic profile and kinematic profile is very small. It 

means that the solution is good application for D=1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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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0 Wave profile at breaking limit in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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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1 Water particle velocity at breaking limit in D=1.0

For D=2, calculation results are shown in Fig.12 and 13. In 

Fig.13, wave profile was compared with linear wave having 

same height. Dynamic wave profile calculated by Eq.(25) is 

also presented. Wave steepness is 0.142 which equals to the 

Stokes’s criterion in deep water. Root mean square error is 

4%. Difference between dynamic profile and kinematic 

profile is very small. It means that the solution is good 

application for D=2 wave. Note that error for D=2 wave is 

greater than for D=1 wave. Water particle velocity was 

shown in Fig.13. 

For D=3, calculation results are shown in Fig.14 and 15. In 

Fig.14, wave profile was compared with linear wave having 

same height. Dynamic wave profile calculated by Eq.(25) is 

also presented. Wave steepness is 0.144 which equals to the 

Stokes’s criterion in deep water. Root mean square error is 

4.4%. Difference between dynamic profile and kinematic 

profile is very small. It means that the solution is good 

application for D=3 wave. Note that error for D=3 wave is 

greater than for D=1 wave. Water particle velocity was 

shown in Fi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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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Wave profile at breaking limit in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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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 Water particle velocity at breaking limit in D=2.0

The six waves at breaking limit are compared with Stokes's 

breaking-wave criterion in Fig.16. Comparing Stokes’s 

breaking-wave criterion and high order solution results, high 

order solution from dynamic profile is very similar to 

Stokes’s criterion. High order solution is good application 

for waves, D>0.5.

D>1, wave height from dynamic condition is greater than 

that from kinematic condition. D<1, wave height from 

kinematic condition is greater than that from dynamic 

condition. We can assume that waves are broken by 

kinematic condition for D>1 and by to dynamic condition 

for D<1.   



11. Conclusion

 

In order to provide simple and accurate wave theory in 

design of offshore structure, an analytical approximation was 

introduced in this paper. Because the same velocity potential 

as developed in linear theory is considered, except wave 

profile, all physical quantities are same as calculated from 

linear theory. Hence the theory given in this paper is 

simple and good application to be applied rather than other 

wave theories. 

Wave breaking limitation and the breaking phenomena were 

analytically investigated in this paper. The Stokes 

breaking-wave criterion (Chakrabarti, 1987) has been proved 

in this paper. In deep sea, the breaking-wave steepness is 

0.142 which equal to Stokes criterion. 

Four useful methods solving non-linear equations were 

introduced in this paper. A useful function to present wave 

profile explicitly was defined in this paper.  The function 

can be applied to the first order solution only. As shown in 

Fig.4, the solution has large error for ultra- shallow water 

wave. For ultra-shallow water wave, more correction factors 

are required. The solution is good application for waves, 

D>0.5.

As shown in Fig.3, correction factor is a function of water 

depth and wave height. Hence combination coefficients for 

velocity potential are also functions of water depth and 

wave height. 

For the complete solution, a method to determine 

combination coefficients was also presented in this paper. 

But the analysis procedure for the combination coefficient 

was left for future study. 

Fig.14 Wave profile at breaking limit in D=3.0

Fig.15 Water particle velocity at breaking limit in D=3.0

Fig.16 Comparison between the calculation results and 

Stokes's breaking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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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numerical study to investigate the motion and mooring dynamics of turret moored FPSO in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is conducted. The motions and wave drift forces are calculated by boundary element method and the mooring line dynamics are 

solved by finite element method. The coupled analysis is adopted to consider the motion of FPSO and mooring simultaneously. The responses in 
irregular waves are simulated in time domain. The results show that the mooring system is designed safely.

1. 서    론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을 설계

하기 위해서는 FPSO 선체의 운동과 계류시스템 성능 해석이 필

수적이다. FPSO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치 유지를 위한 

계류시스템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다점 계류(Spread 

Mooring), 일점 계류(Single Point Mooring) 방식이 사용된다. 

FPSO 설치 해역의 특성에 따라 계류 방식이 정해지며, 본 연구

에서는 현수선 복합계류와 일점 계류 방식인 터렛으로 구성된 

계류시스템을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설계된 100만 배

럴급 FPSO의 운동과 계류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기본 성능을 

평가하였다.

2. FPSO 운동 해석  

파랑 중 FPSO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 포텐셜 이론을 사용하

였다.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을 풀기위해 고차경계요소법

(HOBEM, Higher Order Boundary Element Method)으로 적

분방정식을 이산화하였고, 고차경계요소는 9점2차 사각형요소

와 6점 2차 삼각형요소이며 이들을 통해서 절점에 대한 대수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Choi et al. (2001)에 나와

있다. 파랑그린함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특이파수는 Hong 

(1987)의 방법에 따라 제거하였다. 선형 및 비선형 동유체력은 

압력직접적분법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FPSO의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고, Fig. 1은 해석에 사용한 FPSO 고차경계요소 

모델을 보여준다.

Fig. 4~9은 수심 400 m에서 선수파(180 deg), 선수사파(135 

deg), 횡파(90 deg) 중 FPSO의 운동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이다. 6자유도 운동 RAO는 선박 형태의 

부유체의 전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후동요는 저주파

수로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수심의 영향이다.  Fig. 10, 11은 

파랑 표류력을 보여주고 있다. 운동과 표류력 해석 결과는 계

류시스템 해석에 사용된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FPSO

Length [m] 270

Breadth [m] 50

Draft [m] 19.8

Displacement [ton] 220,596.4

GM [m] 2.36

Fig. 1 HOBEM Element of FPSO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3. FPSO 계류시스템 해석

계류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 계류삭 물성치의 불연속 분포

에 대한 모델링이 비교적 용이한 유한요소법을 적용하고 최소

포텐셜 에너지 원리(Minimum potential energy principle)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Kim et al., 2010). 부유체의 운동은 계류

시스템의 운동을 유발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장력의 변화는 

다시 부유체에 계류력으로 작용하여 부유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계류시스템과 부유체의 거동을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서는 연성해석(Coupled analysis)이 요구된다. Fig. 2

는 연성해석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FPSO의 계류시스템은 터렛과 체인-와이어-체인 복합 현수선 

계류시스템으로 구성된다(Table 2). 계류선은 Fig. 3과 같이 선

수, 좌현, 우현으로 향하는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한 계류 

그룹은 4개의 계류선으로 이루어진다.

Fig. 2 Conceptual sketch for coupled analysis of mooring 

system and floating body

Fig. 3 Layout and Modeling of Mooring

Table 2 Properties of Mooring Lines

Type Length MBL

Chain
(Top)

R4K4
Studless

50 m 14955.06 kN

Wire
Spiral Strand 
Wire Ropes

300 m 14383.69 kN

Chain
(Anchor)

R4K4
Studless

2050 m 14955.06 kN

Total 
Length

2400 m

계류 시스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1 line offset(Fig. 12), 

Static pull-out(Fig. 13)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상용 계류해석 

프로그램인 OrcaFlex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거의 동일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계류시스템에서 Surge 

자유감쇠를 수행하였으며, Surge 고유 주기는 329.8 sec이다.

100년 주기, 10000년 주기 불규칙파 조건에 대하여 FPSO-계

류시스템 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환경조건은 다음과 같다.

- 100년 주기(Return Period, RP)

유의파고 Hs 15.2 m

모달주기 Tp 17.2 sec

- 10000년 주기

유의파고 Hs 20.0 m

모달주기 Tp 18.9 sec

Fig. 14는 100년 주기 조건에서 Surge, Heave, Pitch이다. 

Heave와 Pitch는 파주파수에 따라 운동을 나타내지만, Surge는 

계류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장주기(300 sec 이상) 운동을 나

타낸다. Fig. 15는 계류선의 장력이 모두 고려된 Surge, Heave 

방향의 하중이다. 이 때 파도에 의해 선미 쪽으로 밀려나는 최

대 변위는 약 29m이고 계류선 1에 걸리는 최대 장력은 약 

2,300 kN이다. Fig. 16은 10000년 주기 조건에서 Surge, Heave, 

Pitch이고 Fig. 17은 계류 하중이다. 100년 주기 결과와 비숫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파도에 의해 선미 쪽으로 밀려나는 최대 

변위는 약 40m로 증가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기 설계된 FPSO와 계류시스템에 대한 해석

을 수행하였다. FPSO 운동을 해석하여 규칙파 중 운동과 파랑

표류력을 구하였고, 이를 계류시스템과의 연성해석에 사용하였

따. FEM을 사용하여 계류시스템을 모델링하고 계류시스템 복원

력 특성과 300 sec 이상의 Surge 주기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였다. 100년, 10000년 주기 파도 조건에서 FPSO 운동-계류시스

템 연성해석을 하여 운동, 계류 특성을 살펴보았고, 설계된 계류

선의 최대 장력은 MBL(Minimum Breaking Load, 14,383 kN)보

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설계 유

의파고 15m 해역의 Oil & Gas 생산을 위한 100만 배럴급 FPSO

용 Turret System 설계 기술 개발(1차년도)”의 연구결과 중 일

부임을 밝힙니다.



Fig. 4 Surge RAO

Fig. 5 Sway RAO

Fig. 6 Heave RAO

Fig. 7 Roll RAO

Fig. 8 Pitch RAO

Fig. 9 Yaw RAO

Fig. 10 Surge Wave Drift Force

Fig. 11 Sway Wave Drift Force



Fig. 12 Single Line Offset Test

Fig. 13 Static Pull-Out Test of Surge

  

Fig. 14 Motions at 100 year RP Wave Condition

Fig. 15 Mooring Forces at 100 year RP Wave Condition

Fig. 16 Motions at 10000 year RP Wave Condition

Fig. 17 Mooring Forces at 10000 year RP Wave Condition

Table 3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for 100 year return period

Item Mean RMS Min. Max.

Surge [m] -3.7 8.6   -28.0   18.6   

Heave [m] 0.1 2.3 -7.9 8.5

Pitch [deg] -0.1 1.9 -6.8 6.3 

Line1 [kN] 1400.0 192.0 762.3 2349.5

Table 4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for 10000 year return period

Item Mean RMS Min. Max.

Surge [m] -3.5 12.3 -40.7 26.1 

Heave [m] 0.2 3.4 -12.4 13.6 

Pitch [deg] -0.1 2.3 -9.4 8.8 

Line1 [kN] 1416.0 296.0 249.4 3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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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입비에 따른 석션파일의 수직지지력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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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uction pile 석션파일, Penetration ratio 근입비, Vertical bearing capacity 수직지지력, Failure mechanism 파괴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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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ction piles have been widely used for offshore structures such as the foundations of subsea structures, and anchors for floating 
facilities particularly in soft soils. In previous studies, the penetration ratio L/D (L=embedded length, D=diameter) of suction piles have been 
taken from 0.25 to 1.0 and mainly focused on the installation in clay. However, in recent project, penetration ratio of the suction pile has used 

greater values than 1.0 for the support of large structure and the installation of suction pile in sand has also considered to be applied as the 
foundation of structure in shallow wate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vertical bearing capacity and ground failure mechanism for the suction 
pile installed in sand with penetration ratio in the range of 0.25 to 5.0 were investigated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FE analysis), in the 

case that the suction pile was mainly subjected to a vertical load. The F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penetration ratio has a substantially 
effect on the vertical bearing capacity, but penetration ratio dose not affect ground failure mechanism because FE analysis results showed the 
similar failure mechanism according to penetration ratio. And also, the F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oretical solutions.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for the vertical bearing capacity, it is found that Hansen's theoretical solution is evaluated as the most similar 
solution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FE analysis. However, it was concluded that the modification of theoretical solu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reduce errors between FE analysis and theoretical solution in the case of greater values than 1.0 penetration ratio. 

1. 서    론  

최근 해안 및 심해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상풍력발

전, 심해 oil & gas 생산용 subsea 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많은 

해양 구조물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인 육상구조물과 

마찬가지로, 해안이나 심해에 건설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기초

부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형장비 진입의 곤란성 및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기초형식인 말뚝기초 등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제한적인 해

상시공 조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초형식으로 석션파

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Andenaes et al., 1996). 

석션파일은 파일 내부의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를 외부로 

배출시킴으로써 발생되는 파일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를 이용하

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초부를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해양기초들이 시공이 실시된 후 문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이 매우 곤란한 특징이 있었으나, 석

션파일의 경우 석션파일 내부에 압력을 가하여 파일을 인발하여 

재시공이 가능하므로 앞으로의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

료된다. 

Fig. 1 Geometry of suction pile

 Fig. 1은 일반적인 석션파일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석션파

일은 원형파일로 지름이 D인 얇은 판 래프트(Raft)와 외곽에 연

결되어 지반내에 근입되는 스커트(Skirt)로 구성되어 있다. 지반 

내에 근입된 스커트의 깊이는 L로 정의하 다. 수직방향으로 

지반에 근입된 스커트는 래 트 아래와 스커트 사이에 치한 

흙을 구속하여 상부의 외부하 을 스커트 선단부의 지반으로 

달시켜 지지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석션파일의 거동을 얕은 기초와 

유사하다고 가정하거나(Yun and Bransby, 2007a, b), 근입비

(L/D)가 1을 넘지 않는 경우로 가정하여 모델링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Byrne, 2000), 석션파일의 지지력은 근입깊이 L이 

커질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urvenes and Jensen,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009). 그러나, 최근 석션파일은 심해의 플랫폼 기초 등 대형구

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면서 파일의 크기 또한 

대형화되어 근입비(L/D)가 1이상의 석션파일도 요구되는 추세

이다. 이는 근입비를 1이하로 고려하고 얕은 기초 개념으로 접

근한 선행 연구결과들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점성토에 근입된 석션파일의 

거동에 관한 연구들이며, 사질토에 근입된 조건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하지만 석션파일은 천해의 경우 사질토

에 시공될 경우도 빈번히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질토에서의 적

용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질토에 근입된 석션파일을 대상으

로 근입비가 1미만은 물론 1이상의 조건들(최대 5)에 대해서도 

3D 유한요소법 해석을 통해 근입비에 따른 수직지지력의 평가 

및 지반파괴메커니즘을 도출하고, 선행 이론식의 극한하중 산정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조건  

2.1 석션파일 및 지반 모델링  

본 연구에서의 사질토에 근입된 석션파일의 근입비에 따른 수

직지지력 평가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10(2010)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석션파일은 D=5m로 고정시킨 조건에서 근입비(L/D)가 0.25, 

0.5, 0.75, 1.0, 3.0, 5.0인 총 6가지 경우를 대상으로, 석션파일을 

모델링 하였고, 두부 두께는 0.05m, 벽체 두께는 0.025m로 하였

다. 

지반 영역은 석션파일의 두부 중앙으로부터 좌우로 8D, 선단

으로부터 아래로 5D인 영역을 대상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이는 

예비 해석을 통해 경계면의 구속조건이 석션파일 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결정하였다. 

석션파일과 지반의 형상 및 하중의 방향은 대칭이므로 해석시

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 단면만을 모델링하고, 모두 8절점을 

갖는 3차원 연속체 요소인 eight nodded-linear brick elements 

with reduced integration(C3D8R)을 적용하였다.

석션파일과 지반의 모델요소를 1만개부터 증가시키면서 5만

개 까지의 요소를 갖는 모델에 대해 예비 해석을 수행한 결과, 

해석결과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석의 효율

을 위해서 근입비에 따라 약 2～4만개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석

션파일의 벽면과 선단부 부분에서는 국부적인 파괴 등의 정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보다 세밀한 지반 요소망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2 석션 일  지반물성값  

Table 1은 석션파일 및 지반에 적용된 물성값을 나타낸다. 석

션파일은 강재로 가정하여 일반적인 강재의 물성값을 적용하였

다. 사질토의 경우 석션파일이 시공될 수 있는 느슨한 지반을 

모사하였고 현실적인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팽창각을 적용함으

로써 항복 이후의 부피팽창에 의한 강도 증가 상을 모사하도록 

하 다. 

Table 1 Properties of the suction pile and sand for FE analysis

Suction pile

Submerged unit weight(sub)
[KN/m

3]
68.5

Elastic modulus(E)
[KN/m

2]
2.0×108

Poisson's ratio( ) 0.3

Sand

Cohesion(c)
[KN/m2]

0.1

Internal friction angle()
[deg]

20

Dilatancy angle()
[deg]

5.0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K)

0.5

Submerged unit weight(sub)
[KN/m

3]
9.0

Elastic modulus(E)
[KN/m

2]
5.0×104

Poisson's ratio( ) 0.3

따라서 Mohr-Coulomb모델을 사용하여 사질토의 응력-변형률 

거동을 나타내었다.

석션파일이 설치 된 직후의 토압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석

션파일이 관입되면서 지반이 교란되는 과정을 분석해야 할 필요

가 있지만, 현재까지 석션파일의 토압계수에 대한 연구는 수행

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aky(1994)의 방

법의 정지토압계수를 적용하였다.

3. 수치해석 절차

사질토에 근입된 석션파일의 근입비에 따른 수직지지력 평가

를 위한 수치해석의 절차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수행하였다.

(1) 석션파일을 비활성화 시킨 지반모델에 깊이에 따른 초기

지중응력(Initial underground stress)조건을 부여한다. 석션파일

과 지반의 경계부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변형을 방지하였다. 

(2) 파일설치 직후의 상황을 모사하고자 석션파일을 활성화 

시킨다. 이 때 석션파일과 지반사이의 경계면은 분리시키지 않

았고 마찰각은 13°를 적용하였다.

(3) 수직방향으로 하중을 재하한다. 이 때 파일상판 중앙을 재

하점으로 하여 하중제어방식이 아닌 변위제어방식을 사용하였

다. 변위제어방식은 파괴조건에서 더 정확한 결과를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randy and Randolph, 1997). 

 

4. 수치해석 결과 및 고찰   

본 절에서는 사질토 지반조건에서 석션파일의 근입비에 따른 

수직지지력 산정을 위한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론식들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2는 수치해석 결과, 근입비(L/D)에 따른 수직방향 하중-

변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근입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직방향

하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각 근입비에서는 변위(침하

량)가 커짐에 따라 하중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Morh-Coulumn 항복기준의 경우 지반의 구속압이 

증가할수록 항복값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Fig. 2에서는 수직방향 하중에 대한 극한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visson(1972)의 방법(Fig. 3)

을 사용하여 극한하중을 산정하였다. Davisson방법은 파일재료 

특성에 따른 일자체의 탄성압축량과 일주변 지반의 소성변

형을 일 직경에 한 함수로 표 함으로써 이 두 가지 변형량

에 상응하는 하 을 극한하 ( )으로 단하는 방법이다. 

Fig. 4는 근입비에 따른 극한하중을 근입비가 0.25일 때의 극

한하중으로 정규화한 결과이다. 근입비가 0.25에서 1.0으로 증가 

시 약 1.27배 하중이 증가하였고 1.0에서 3.0으로 증가 시 약 

1.43배, 3.0에서 5.0으로 증가 시 약 1.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근입비에 따른 석션 일의 괴모드를 구분하기 해서 수직

하 이 작용할 때의 변 벡터를 찰하 다. 그러나, 근입비와

는 상 없이 괴모드는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 으며 석션 일 

선단부에서 국부 단 괴형태를 보 다(Fig. 5). 

Fig. 2 Vertical load-displacement curve

Fig. 3 Davisson's method

Fig. 4 Normalized ultimate load curve according to penetration

        ratio

 일선단 아래에는 상당히 압축된 원뿔 형태의 쇄기 역(Ⅰ)

이 존재함으로써(Fig. 5(b)) 흙쇄기 역 Ⅰ이 방사상 단 역

(Radial shear zone, Ⅱ)을 확장시키는 형태를 보 다. 한, 사질

토의 경우 성토 지반과는 달리 heaving되는 역이 발생하지 

않고 지반 상부로부터 아래방향으로 침하가 발생되는 역(Ⅲ)

이 발생하 다. 이는 Broms(1966)의 상 도가 간 는 느슨

한 지반의 사질토 지반에서 타입말뚝이 입 시 일 인 부의 

상 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의 침하가 발생되는 원

리와 유사하다고 단된다.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근입비에 따른 기 형식을 구분할 수 없

었다. 따라서 표 인 이론식들(Terzaghi, Meyerhof, Hansen)을 

사용하여 기 형식의 구분 없이 근입비에 따른 극한하 을 산정

하 으며, Table 2에 수치해석 결과값과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지반이 국부 단 괴가 일어난다고 단됨에 따라 

Terzaghi(1943)의 이론식을 용할 경우에는  신 

 tan  tan로 치하여 사용하 다. 수치해석 결과

를 이론해의 극한하 값과 비교한 결과, Hansen의 해가 수치해

석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FE analysisdis : displacement vector

 (b) Failure mechanism

Fig. 5 Failure mode



Table 2 Comparison of theoretical solution and FE analysis 

Reference
Penetration ratio

0.25 0.50 0.75 1.0 3.0 5.0

Terzaghi, 
1943

Error
[%]

-30 6 29 77 253 271

Meyerhof,
1976 

Error
[%]

62 127 122 120 166 212

Hansen, 
1970

Error
[%]

-35 -7 -5 -1 81 158

얕은 기초일 때 적용되는 Terzaghi 해의 경우 근입깊이가 1보다 

클 시 파일 선단부 깊이에서의 유효연직응력(′ )의 항으로 인해 

수치해석 결과보다 큰 결과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깊은 기초일 때 적용되는 Meyerhof 해의 경우, Hansen에 비해 

큰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큰 극한하중값을 보인 것으로 사료

된다. 

Meyerhof 및 Hansen 해의 경우 모두 근입깊이가 1보다 큰 경우

에는 수치해석결과와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주

면마찰력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사질토 지반에 

적용된 육상파일의 경우 단위주면마찰력이 일정해지는 한계주면마

찰력의 한계관입깊이(L')를 약 15D로 보고 있으나 대구경의 석션파

일의 경우에는 적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수치해석 결

과로는 약 1D의 깊이에서 한계관입깊이가 나타난다고 사료되지만, 

이는 추후 현장시험 및 모형시험 등을 통한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D 유한요소법 해석을 통해 사질토 지반조건

에서 근입비에 따른 석션파일의 수직지지력 산정과 지반파괴거

동을 분석하였으며, 대표적인 이론해와 비교하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근입비에 따른 극한하중은 0.25에서 1.0으로 증가 시 약 

1.27배, 1.0에서 3.0으로 증가 시 약 1.43배, 3.0에서 5.0으로 증가 

시 약 1.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입비에 따른 지반파괴모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단부에는 국부전단 파괴형태를 보였으며 지반상부층으로부터 

아래방향으로 침하되는 영역이 발생하였다.

(3) 사질토의 수치해석 결과와 이론해를 비교한 결과, Hansen

의 해가 수치해석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직지지력의 결정에 유효연직응력 및 지지력계수의 산정

이 지배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고 한계주면마찰력의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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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특성을 고려한 부산연안의 해일 방재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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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yphoon 태풍, Storm surge 폭풍해일, Wave 파랑, Sewer 우수관망, Inundation 침수, rainfall 강우  

ABSTRACT: Looking at the study inundation problems, calculated after storm surge through the linear method, Studies be applied to 

the inundation analysis forms the main. These studies, accurate storm surge as well as  calculation did not and It excludes the rainfall 
which accompanies the typhoon. As in the case of typhoon "rusa"of 2002, If the damage caused by the rainfall occurs greater than 
tsunami, There is a limit of applicability on storm damege. Because It can't predict accurately the problem of inund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disaster measures, And also to predict disasters coastal cities these stations, Establishment of inundation model is required 
which can be consider of the impact of storm surges and rainfall through the existing study with bases calculated by the result of 
study. Therefore in this study, Past typical typhoon Maemi(2003) attacked at the southeastern coast. It will be investigated the runoff 

characteristics and inundation tendency of study area through the inundation analysis that considers the impact of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surge, tidal, and wave Calculated in whole area of Busan coastal(Suyeong Bay).

1. 서    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지역을 개발

하고 활용해야하는 실정이므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되는 자

연 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남동부해안에 위

치한 도시들은 대부분이 해안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연안도시들은 호우 및 해일이 복합적인 재해로 일어

날 가능성이 크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재해연보(2011)’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재해 원인으로 태풍과 호우의 피

해가 가장 컸으며 연구대상지역인 부산시의 경우 태풍 ‘루사’ 

당시 피해액이 약 130억, 태풍 ‘매미’ 당시 피해액이 약 3220억 

달하였다. 

  태풍은 강우와 바람 그리고 해일을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점

에서 연안에서의 재해 피해를 가중시킨다. 또한 연안지역의 지

반고가 태풍에 의해 발생된 수위보다 낮게 된다면, 연안지역에

서의 태풍에 의한 해일고의 증가로 월류(월파)가 발생하여 연

안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며, 태풍에 의한 강한 강우가 동반될 

시에는 침수 재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태풍에 의해 

형성된 높은 해수면 위로, 바람에 의해 발생된 풍파가 전파되

어, 연안 지역의 구조물 등에 높은 파력이 작용하여 구조물의 

파괴를 일으키고, 풍파에 의해 발생하는 월파 및 월류로 연안

지역의 침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연안지역에서의 침수해석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파랑과의 비선형 관계를 고려한 폭풍해일 모델에 관한 연구

는 거의 없으며, 선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해일고를 산정 후 

연안지역의 침수해석을 실시한 연구를 주로 수행되었다(천

등,2009). 하지만 이들의 침수해석연구는 해일에 의한 외수범

람만을 적용시키고 있어, 강우 및 태풍내습 시 우수관망을 고

려한 경우의 침수해석에는 그 적용성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특성을 고려한 연안 도시역에서 발생하

는 재해(대형태풍 및 국지성호우)를 예측하고 그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산연안지역(수영만 일대)을 대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시 조석, 해일 및 

파랑의 영향이 고려된 외력을 산정하였으며, 강우의 영향 및 

우수관망을 고려할 수 있는 침수모델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Variable exchange about each numerical model

2. 수치모델

2.1 조석, 해일 및 천해풍파모델의 결합

  과거의 연구에서 풍파모델을 심해 풍파모델인 WAM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근래에는 천해 풍파모델을 사용하는 추세이며, 해

일, 조석 모델은 수심 적분한 2차원 모델을 사용하거나, 해양순환

모델인 POM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 재해는 수심

이 깊은 심해역이 아닌 수심이 얕은 천해역에서 발생하며, 파랑

은 심해역에서 천해역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물리적 변화를 보이

기 때문에 풍파모델은 이러한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 SWAN모델

의 선택이 옳다고 판단되며, 해일, 조석모델은 POM모델이 해상

풍에 의해 작용하는 해표면 마찰과 바닥 마찰을 고려하여 수심방

향에 따라 변하는 3차원 흐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합

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파모델로는 천해 풍파모델인 SWAN을 

이용하였으며, 해일, 조석모델은 POM을 이용하여 모델의 결합을 

실시하여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태풍을 재현할 수 있는 태풍모델을 결합하여 

해일고 및 풍파 재현에 필요한 해상풍을 계산하여 풍파모델 및 

해일, 조석모델의 작용하는 바람응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였다.

  변수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떠

한 변수들이 해일-조석 과 파랑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Xie et al.(2008)은 기존의 여러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해일-조석 그리고 파랑이 공존하는 해안 지역에서는 

서로간에 상호 작용하는 물리적 과정을 고려할 수 있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만 정확한 비선형성을 계산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일-조석모델과 천해 파랑모델을 

동적 결합시켜 변수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상호작용에 의해 발

생하는 비선형성을 계산하고자 한다. 아래의 Fig. 1에서 볼 수 있

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교환을 나타내었다. 

  먼저, 태풍모델에서 계산된 해면기압과 해상풍은 해일-고조

모델과 파랑모델의 인풋(Input)으로 사용되어 진다. Mayer식

(1961)을 이용하여 해면기압 (1)을 산정하였고, 기압차에 따른

경도풍 (2)을 산정하였다. 

 

Fig. 2 Water cycle process in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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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기압

이고, 는 태풍의 중심기압, 는 태풍반경, 은 등압선의 곡률반경

이고, ∆는 기압차(∞ ∞  =1013hPa)이다. 조석과 해일 결합

모델은 POM(Princeton  Ocean Model)을 사용하였다. POM은 원

시방정식을 기본으로 하며, 난류모델  Meller-Ya mada의 2.5모델

을 사용한다. 연직방향으로는 시그마 좌표계를, 수평으로는 곡선 

및 직교좌표계를 사용하며, Arakawa C차분 스킴을 이용하여 각 

격자점의 물리량을 정의하고 있다(Mellor,2004). 천해풍파모델로는 

물리적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네델란드의 Delft 공대에서 개발

한 SWAN (Simulating WAves Nearshore) 모델을 이용 하였다. 

SWAN모델은 파랑작용 평형방정식을 기본으로 한 평면 2차원 모

델로, 바람에 의한 파랑의 발달, 백파, 사파공명, 삼파공명, 쇄파, 

회절, 굴절, 천수등을 고려할 수 있는 천해역으로 진행되는 파랑

의 물리적 변화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 수치모델의 세부사항

은 김명규(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침수모델

 직교좌표계(Cartesian Coordinate System)에서는 불규칙한 흐름

이 발생하면 그 흐름의 경계 및 형상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이

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유한요소법(Finite Volume Method)

같은 수치모의 기법들이 개발되어 비구조 격자체계를 구성하여 

더 정확하게 경계 및 형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도로와 건물등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흐름을 잘 재현할 수 있는 비구조격자 모

델을 사용한다. 

  도시지역의 강우에 의한 우수 배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게 된

다. Fig. 2와 같이 강우가 배수 능력보다 더 큰 강도를 가지거나, 

하천이나 바다의 수위가 상승하게 된다면, 범람수 및 우수는 역

류하게 되어 다시 지상부로 유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하천이나 바다로부터 범람수가 월류되거나, 지상부의 범람수가



Fig. 3 Computational domain and position of tidal station

 직접적으로 하천이나 바다로 유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침수모델

은 이러한 침수과정을 잘 재현 할 수 있도록 모델화하여야한다. 

2.2.1 지상부 해석

 지상의 평면 2차원 해석에는 비구조격자모델을 사용한다

(Kawaike ea al. 2002). 모델의 연속신과 운동량 식은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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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M,N : x, y 방향의 유량 플럭스,   : 유효강우량, h :

수심,   : 지상에서 우수관에 흐르는 우수 배수유량,   : 우

수관의 역류유량, H : 수위, u, v : x, y 방향의 유속, g : 중력가

속도, n : Manning 조도계수이다. 지상의 범람해석을 해석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식을 사용하지만 범람수가 불연속 일 

때에는 이웃하는 두 격자의 지반고와 수위와의 관계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한다. 

<완전월류>                                (6)

<단락식>                                   (7)

여기서,  ,  : 유량계수이며 각각 0.35, 0.544로 한다.          

         

2.2.2 우수관 해석 

 우수관의 흐름은 1차원 해석을 실시하며, 연속식 (8)과 운동량식 

(9)을 이용하여 역학적으로 해석하고 우수관이 관거인 것을 고려

하여 Preissman의 슬롯모델을 도입한다. 이 모델은 관로의 정부

9/9/03 9/10/03 9/11/03 9/12/03 9/13/03 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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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Tide + Surge) 
Calculated(Tide + Surge + Wave)

Date (Month/Day/Year)

Busan

W.S.EL.(m)

Fig. 4 Computation of tide+surge, tide+surge+wave and observed 

      data at Busan

에 가상적인 슬롯을 성립시켜 관로 흐름에 개수로와 같은 기초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우수관의 단면적 계산을 편이하

게 하기위해서 직사각형 단면으로 가정하였다. 우수관의 해석의 

기초식은 다음과 같다. 







  


                                     

(8)  







 





                    

(9)

  여기서 A : 단면적, Q : 유량, q : 옆유입 유량,  : 하수관 

격자길이, u : 유속, R : 경심,   : 수위, h : 수심이지만 수심 h

는 식 (10)으로 구한다.

   ≤ 
 ′     

                      

(10)

  여기서, B : 하수도 단면을 직사각형으로 가정했을 때 관로의 

폭, B' : 관로의 천정고, Ap : 관로의 단면적, Bs : 슬롯폭이다. 그

리고, 우수관의 흐름을 계산할 때는 우수관의 관저고와 수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의 월류공식와 단락식으로 유량을 구한다. 

먼저 하수관의 관전고가 수위보다 높은 경우 다음의 단락식으로 

유량을 구한다.

                                           

(11)

  

다음으로 우수관의 관저고가 수위보다 낮은 경우 다음의 월류공

식 (12)으로 유량을 구한다. 

                                           

(12)



 여기서 B : 수로폭,  ,   : 유량계수이며 각각 0.35, 0.544로 

한다. 

(a) Area of computation (b) Modeling of Busan

Fig. 5 Area of computation and modeling of Busan

Fig. 6 Maximum inundation depth (tide+surge+wave+rain)

Fig. 7 Maximum inundation depth (tide+surge+wave+rain+sewer)

                                    

3. 수치계산

3.1 해일고 산정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연안일대(수영만)를 대상으로 하며, 계산격자

의 구성은 제 1영역에서 1000m, 제 2영역에서는 500m, 제 3영역에

서는 200m, 제 4영역에서는 100m의 격자간격을 이용하였으며 대

상연구지역인 제 5영역에서는 50m의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Fig.3). 

파랑의 영향이 고려된 항력계수를 이용하여 산정된 해일고

(Tide+Surge+ Wave)와 Mitsuyasa et al.(1984)의 식을 이용하여 

조석과 해일만을 고려한 해일고(Tide+Surge)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4). 계산 결과, 조석과 해일만을 고려한 경우 (1.4m)는 해일

고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조석, 해일 그리

고 랑을 고려한 경우 (1.5m)는 보다 정도 높은 해일고를 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조석과 해일의 상호작용

에 의한 비선형 효과를 일반 인 해일고 산정에 이용하는 

Mitsuyasa et al.(1984)으로는 재 이 어렵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해일, 조석  랑간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하기 해서

는 랑의 향이 고려된 항력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정도 높은 

해일고를 계산 할 수 있다고 단된다. 

3.2 강우에 따른 침수예측 

  본 연구는 2003년 9월에 발생한 제 14호 태풍 ‘매미’에 의해 

침수피해를 입은 부산연안(수영만)일대를 대상영역으로 하였다

(Fig. 5(a)). 지상부는 비구조격자로 분할하여 구성하였다. 지반

고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1:5000)도를 토대로 각 격자

에 대한 지반고를 산정하였다. 총 9,057개의 격자와 2,826개의 

우수도망으로 구성되었으며 (Fig. 5(b)), 지상부의 해석격자를 

시가지 격자, 도로 격자, 경작지 격자의 3개 속성으로 분류하

고 각각의 격자에 있어서 조도계수는 시가지 격자는 0.067, 도

로 격자는 0.043, 경작지 격자는 0.040로 정의하였다. 또 우수

관내에서는 조도계수를 0.015로 동일하게 하였고, 우수관 단면

은 직사각형으로 가정하였다.(Kaw aike and Nakagawa, 2007).

  본 연구에서 해일, 파랑, 강우 및 우수관망의 영향을 고려한 

경우의 계산된 결과를 Fig. 6과 Fig. 7에 비교하였다. 강우의 

영향만 고려한 경우, 수영구의 망미동 일대에서 침수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수관망이 고려되지 않아 침

수면적 및 침수심이 과대 추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

단된다.

  우수관망을 고려한 경우, 강우의 영향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수영구의 망미동 일대에서 침수심이 약 1m가량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우 강도에 비해 배수시스템 능력

이 부족하여 내수범람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의 경우, 태풍 ‘매미’ 내습시 상승된 수위로 인해 강

우에 의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역류에 의한 약 1m

의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연안의 강우특성을 고려하여 태풍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인 침수피해를 수치모의 하 다. 조

석, 해일 및 파랑을 결합하여 외력을 산정하였으며 관측치와 

비교하였을 때 잘 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미동 일 에서는 낮은 지반고  강우의 향으로 내수배

제불량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 구 일 에서는 태풍 ‘매미’ 내습시 수 상승으로 강우



에 의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역류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침수모델에 사용된 수치지형도가 호안벽의 지반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반고 보간시 잘 재 하지 못하여 

과  추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도 높은 수치지

형도 취득  측량을 통한 지반고 보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지형  특성을 고려한 복합 인 침수해석이 필요한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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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원형 실린더와 수면파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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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action of water waves and bottom-mounted circular cyl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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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potentially valuable source of renewable energy, ocean wave energy is attracting many countries’ attentions these days. 
Though wave energy offers consistent and abundant energy from the ocean, it has never been practically utilized.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interaction between surface waves and bottom-mounted vertical cylinders, as a pilot research for the evaluation of wave energy 

density. Particularly, wave patterns around two cylinders with various combinations of spacings and radii are analyzed numerically. It is found 
and observed that, at the point where the maximum energy is focusing the amount of wave energy is around 2 times of the incident wave.

1. 서    론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문제와 제한된 매장량

에도 불구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용량으로 인해, 미래를 위

한 대체 자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

고 있다. 파력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써 전 세계 해

양에 약 8,000~80,000TWh/yr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며 천연

자원에 비해 환경문제를 크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Bound, 2003).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면에 떠 있는 부유체를 

파랑의 운동을 이용하여 상하 혹은 회전을 하게끔 하여 발전기

를 회전시키는 가동물체형(Movable body) 방식과 파랑의 작용에 

의하여 내부의 공기가 압축 혹은 팽창이 될 때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터빈을 회전시키는 진동수주(Oscillating water 

column)방식, 수중에서 파랑의 수압변동을 흡수하여 공기나 물

의 흐름을 이용한 수압면형(pressure type)방식 등이 있다 (Lee 

et al., 2011; Shin et al., 2006; Chan et al., 1988; Ramberg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파력 발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랑 에

너지를 한곳에 집중시키는 연구로서 두 개의 원형 실린더를 이

용하여 파장의 길이와 실린더의 반지름과의 관계, 실린더 사이

의 거리와 파장의 길이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두 개의 원

형 실린더를 이용하여 최대로 파고가 모이는 지점과 모이는 양

에 대해서 최적화 하였으며 최적화 된 상태에서 패턴을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다수의 실린더를 이용하여 파랑의 에너지를 모

으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및 실험검증조건

 본 연구는 편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 사용 프로그램인 

COMSOL Multipysics의 PDE(Partial Differential Equation)기법

과 최적화(Optimization)기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2.1 지배방정식

  수면파의 파고 높이(A)를 찾기 위해서 선형 포텐셜 유동(비

점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 비회전성 유동, 깊은 물, 표면장력 

효과 무시)을 가정하여 지배방정식인 헬름홀즈 방정식

(Helmholtz equation)을 풀었다.

∇∙∇     


                         (1)

 여기서 는 수면파의 파수(Wave number)이며 는 수면파의 

파장이다. 는 입사파의 파고와 나가는 파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조화 시간의 함수(Time-harmonic  ; c는 수면파

의 위상속력)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첫 번째 함수는 바깥으로 나가는 파도를 나타내며 두 

번째 함수는 입사파의 파도를 뜻한다. 따라서, 은 바깥으로 

나가는 파고의 높이이며 는 입사파의 파고이다. 깊은 물에

서 파진동수 ( )와 파수 ()의 관계식인 분산관계식(Dispersion 

relationship)은 다음과 같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3)

 여기서 는 파수(Wave number)이며 는 중력가속도이다. 깊

은 물(Deep water condition)의 가정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는 물의 깊이를 나타낸다. 

 선형파(Linear wave) 조건을 이용하여 2차 비선형

(Second-order Non-linear wave) 상태를 무시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5)

 는 파고(Wave height)로서, 단위 면적당 파에너지(Wave 

energy per unit surface)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factor이다. 

일반적으로 Energy식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는 물의 밀도이다. 위의 식에서 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정하므로, 어떤 시점에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7)

 2.2 계산영역 및 조건

 계산 영역 및 조건은 Fig. 1과 같다. 입사파가 왼쪽에서부터 

오며 입사파가 들어오는 영역을 Inlet boundary condition으로 

잡았으며 파가 나가는 영역인 오른쪽 영역을 Outlet boundary 

condition으로 하였다. 

∙ ∇   , inlet                             (8)

∙ ∇    , outlet                             (9)

 나머지 바깥영역은 무한한 영역(Infinite boundary conditions)

으로 하였으며 실린더의 벽 조건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린더의 

벽에서의 유체입자 속력은 영이다.

  실린더의 반지름은 0.2m이며 실린더의 지름인 0.4m의 3배 

파장인 1.2m로 하였으며 실린더가 처음 설치되는 지점은 원점

에서 실린더 지름만큼 떨어진 지점인 1.2m에 위치하게 하였다. 

식 (4)와 식 (5)의 조건에 따라 파고는 0.003m, 수심은 0.8m로 

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Fig. 1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Parameter Value Symbol

Incident Amplitude 0.003[m] 

Cylinder radius 0.2[m] 

Wave number 5.236[1/m] 

Gravitational 

accleration
9.806[] 

Water depth 0.8[m] 

Frequency 7.1669 

Wave period 0.87669[s] 

Table 1 Basic parameters

Name
Initial value

[m]

Lower value

[m]

Upper value

[m]

 1.2 0.2 1.8

 1.2 0.95 1.60

Table 2 Optimization parameters

 2.3 최적화 방법

 본 논문에서는 실린더 사이의 거리와 파장의 길이에 따른 집

중되는 지점과 집중되는 지점에서의 수치를 찾고자 하였다. 실

린더는 대칭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였을 때, 독립변수로는 

실린더 사이의 거리(), 파장( )이다. 실린더 사이의 거리는 

실린더의 지름 길이의 5배까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였으며 

최소 실린더 반지름만큼 떨어진 지점에 실린더의 중심이 있어

야한다는 가정을 두었다. 파장의 제한조건은 식 (4)와 식 (5)의 

조건에 따라서 파장은 0.95~1.60m이며 Table 2와 같다.

 목적함수의 위치와 길이는 2개의 실린더가 대칭임으로 중심

축을 목적함수가 위치하는 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실린더의 시

작지점()에서 초기파장의 15배의 길이()로 하여 최대 

파장인 1.6m에서도 10번의 주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목적함

수로는 식 (7)을 최대로 가지는 값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최적화 방법은 Monte-Calro method로서 

목적함수의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는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으나 Local minima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계산은 총 1000번을 반복하였다.



3. 수치해석결과

3.1 최적해석 결과

 실린더의 간격이 0에 가까워짐에 따라 파고가 높게 올라감에 

따라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현상을 제외 하였을 

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실린더 사이의 거리가 0.0~0.5m까지는 꾸준히 감

소를 하다가 1.0m부분에서 증가되는 영역이 발생하였다. 이후

의 영역은 1.6~1.7의 비율에서 최대 수치가 발생 하였다. Fig. 6

에서 파장이 1.35~1.45m에 큰 파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실린

더 사이의 거리가 0.8~0.9m일 때 파장이 1.00~1.05m 사이에서 

높은 파고가 발생하였다.

Fig. 5 Normalized wave amplitude vs Gap between two 

cylinders

Fig. 6 Wavelengths vs Gap between two cylinders

Gap between two 

cylindersm)
Wave length(m) Rate of Amplitude

0.873 1.044 2.085

Table 4 Area of maximum wave amplitude ratio appears the 

gap between two cylinders except for the less than 

0.5m

 3.2 수치해석결과

 Table 4는 최적화 후 실린더의 사이가 좁은 영역이 아닌 다

른 영역에서 나타난 최적 결과 값이다. 실린더 사이의 거리가 

실린더 지름의 2배, 파장이 2.5배 일 때 높은 파고가 형성되었

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시간의 함수를 넣어서 수치해석을 하

였다. 이것을 T/6으로 총 6개의 등고선(Contour) 그래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실린더의 대칭을 하는 라인을 x축, 실린더의 

중심을 지나는 축을 y축으로 하여 (0,0)으로 지정하였을 때, 

Fig. 7(a)에서 실린더 사이에 높은 파고가 형성됨을 알 수 있

다. 또한 Fig. 7(d)에서 실린더의 바로 뒷부분에 간섭으로 인하

여 높은 파고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Fig. 7 Snapshots of calculated wave patterns (a) at t=T/6, (b) 

at t=2T/6, (c) at t=3T/6, (d) at t=4T/6, (e) at t=5T/6, 

(f) at t=T

Fig. 8 Time history of normalized wave amplitudes at two 

differnet points (a) Point 1: (x,y)=(0,0), (b) Point 2: 

(x,y)=(0.6m,0)



 Fig. 8의 (a)는 실린더 사이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지점인 (0, 

0)에서 시간에 따른 그래프이다. 최대 2.4배로 증가하였으며 

Fig. 8의 (b)는 실린더의 중심으로부터 x축으로 0.6m 떨어진 지

점에서 받은 데이터로서 최대 2.25배로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개의 실린더를 이용하여 파고의 에너지를 최

대로 모을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또한 그 지점에서 

의 모이는 양을 얻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부분의 에너지가 모이는 경우는 실린더의 간격이 실린

더의 지름보다 작을 경우였다.

(2) 특정한 실린더의 간격일 때 에너지가 모이는 경우를 찾았

으며 실린더 지름의 2배, 파장은 2.5배 이었을 때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실험을 통하여 검증이 필요로 하며, 

다수 실린더를 이용한 파도 집중화에 대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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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흐름의 공존장에서 지형변동에 관한 수치모델의 개발 및 

적용성의 검토

허동수․이재철․이우동(경상대학교)․안성욱․박종배(포스코건설)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유동현상이 지형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치모델을 제안
하였다. 이 수치모델은 유체를 해석하기 위한 3차원 파동장모델(LES-WASS-3D)과 지형변화를 계산하기 위한 3
차원 지형변화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파동장모델과 지형변화모델 간의 양방향 연성해석을 
제안하고, 파동장 및 파-흐름 공존장 하에서의 지형변동에 관한 기존 수리모형실험결과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하
여 수치모델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형변동특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ig. 1은 파동장모델과 지형변화모델 간의 양방향 해석에 대한 3-D Hydro-Morphodynamic model의 흐름도
를 나타낸 것으로 파동장 모델에서 계산된 유체력을 적용하여 표사 및 부유사를 산정하고 이에 의해서 변화된 
물리량(밀도, 동점성계수 등) 및 지반고를 다시 파동장에 적용하여 다시 유체력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즉 이러
한 일련의 계산들이 종료시까지 연속적으로 반복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3-D Hydro-Morphodynamic model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파ㆍ흐름 공존장 하
에서 해저 파이프라인 저면의 지형변동에 관한 수리모형실험 결과(김 등, 2008)와 본 연구의 수치계산결과
를 비교하여 Fig. 2에 나타낸다. Fig. 2로부터 파랑작용 하에서 흐름의 효과가 더해짐으로서 파이프라인 
아래에서 세굴된 모래가 흐름방향으로 이동하여 파이프라인의 건너편(흐름 하류측)에 퇴적되는 수리실험
결과를 3-D Hydro-Morphodynamic model에 의한 수치계산결과가 높은 정도로 재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향후 제안모델에 대한 많은 검증이 수행된다면 이 모델은 해안ㆍ항만ㆍ해양공학 분야
의 지형변화에 관한 메커니즘 분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Wave following current

(b) Wave opposing current

Fig. 1 Flowchart of two-way method between 

hydrodynamic and morphodynamic 

model

Fig. 2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calculated vertical profile of seabed 

level under wave-curren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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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발전용 가변진동수주의 흘수에 따른 운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승철*․구자삼*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An Experiment Study on Motions of a VLCO for Wave Energy 
Conversion by draft

Seung-Chul Lee*, Ja-Sam Goo*

*Dept.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System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 Busan, Korea
   

KEY WORDS: Variable liquid column oscillator 가변진동수주장치, Wave energy conversion 파력발전, Activating object type 가동물
체형, Three dimensional source distribution method 3차원 특이점분포법, Motion response 운동응답

ABSTRACT: The structure of the variable liquid column oscillator(VLCO) is analogous to that of the tuned liquide column damper used to 
suppress oscillatory motion in large structures like tall buildings and cargo ships. VLCO is the technology to absorb high potential energy made 
by process of accelerated motions to occur the effect of an air spring by installation of inner air chamber. So, the application of VLCO can 

obtain to improve efficiency of energy than wave energy converters made in Pelamis Company. In this research, experiments are two case 
models, one is opened valves with internal fluids, the other is closed valves with internal fluids. The effect of dynamic behavior of the internal 
fluids can be known by compare experimental results.

1. 서    론  

파력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에서 파력에너지를 다른 역

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한 일차변환장치의 개발이 파력에

너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파력에너지 

개발은 일차변환장치 개발의 역사와 함께 한다. 현재 주로 적용

되고 있는 일차변환장치를 에너지 변환 방법에 대하여 분류하면 

크게 세가지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파랑에너지 변환 방식 중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파랑의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여 발전

에 이용하는 가동물체형, 장치 내에 들어온 수주의 왕복운동을 

이용하는 진동수주형, 그리고, 밀려오는 파를 수집관에 모아서 

유로에 흐름을 만들어, 그 흐름을 이용하는 수류형 및 에너지를 

직접 압력과 유량의 형태로 받는 수압면형 등이 있다(함영복과 

공태우,이형구,2006). 여러 가지 파력발전 방식 중에서 가장 효

율이 높은 발전방식인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시스템에 관한 연구

는 현재 유럽국가 및 일본 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시스템 중에서 상용화된 대표적인 

시스템은 영국의 Pelamis 사가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가장 보편화된 가동물체형 발전시스템이며, 설치장소의 제약이 

없는 장점과 유지 보수 비용이 타 장치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

으로 인해 가동물체형 방식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Parker et al,2007). Pelamis사의 발전방식이 가

장 보편화되어 있다.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식으로 가변진동수주장치(VLCO, 

Variable Liquid Column Oscillator)를 적용한 발전시스템(양동

순과 조병학,2009)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주의 면적을 달리한 두 가지 형태의 다수부

체모델에 대해 내부유체의 양에 따른 운동응답과 밸브의 개폐여

부에 따른 운동응답을 실험적으로 비교․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및 실험조건

Fig. 1은 수조에서 운동응답을 측정하기 위한 모션캡쳐시스템

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Motion cap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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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사용한 파는 Table 1과 같이 파주기는 0.06초에서 

1.6초까지 0.05초 간격으로 21개의 파를, 파고 2cm를 갖도록 하

였다.

Period 0.70~1.60 sec. (interval 0.05 sec.)

Wave height 2 cm

Table 1 Wave conditions 

실험은 모델 상부에 부착된 mark들을 두 대의 카메라가 인식

하도록 카메라의 위치를 잡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카메라에서 

인식된 mark를 확인하고, 해상도를 조절해서 모델이 거동시에

도 mark들을 잘 인식하도록 한다. 카메라의 위치를 잡고 나면, 

캘리브레이터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mark들을 캘리브

레이션을 한다.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완료되었으면, 원점을 

지정하여서, 전체기준좌표계를 만든다.

Mark들은 각 부체의 상부에 중앙에 국소좌표계의 원점이 되

도록 하나를 부착하고, 파상측방향이 x이 되도록 파상측에 하나, 

중앙에서 왼쪽으로 y축이 되도록 하나, 최소 3개의 mark를 설

치하였다. 소프트웨어에서 각 부체의 좌표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mark 부착 간격 및 개수를 달리하였다.

운동의 캡쳐는 파가 모델에 도달하기 전에 캡쳐를 시작하여 

약 40~50초 정도 후에 캡쳐를 멈추어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그

려지는 운동을 보고, 4개의 부체가 정상상태에 되는 시간이전부

분은 고려하지 않고, 정상상태가 된 이후부터 운동을 평가하였

다.

2.2 실험모델

Table 2는 실험에 사용한 모델에 대한 제반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Fig.2는 모델 제작에 사용한 삼면도를 보이고 있다. 모델

은 두께 1cm의 아크릴판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모델의 하부판

만 2cm의 아크릴판으로 제작하였다. 부체 No. 1, 3은 Fig.3(a)와 

같이 연결부는 凸의 형태로 부체의 전후단 폭방향으로 2개를 설

치하, 부체 No. 2, 4는 Fig.3(b)와 같이 凹의 형태로 2개를 설치

하여, Fig.4와 같이 중간에 볼트와 너트를 채워서 연결하였다. 

볼트와 너트를 채워서 연결된 부위는 느슨하게 연결되도록 하여

서 각 부체간의 운동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실험은 두 가지 모델에 대해 흘수를 10cm와 12cm가 되도록 

내부에 물을 채워서, 밸브의 개폐여부에 대해 실험을 행하였다.

Length (cm) 100

Breadth (cm) 20

Depth (cm) 20

Table 2 Model specifications

Fig. 2 Drawing of simple floating body

(a) Floating body No.0

(b) Floating body No.1

Fig. 3 Experiment models

Fig. 4 Multi floating bodies 

3. 결과 및 고찰

3.1 Heave 운동

Fig.5~8은 흘수가 10cm가 되도록 내부의 유체를 채웠을 때

에 대해 상부의 밸브의 개폐여부에 따른 각 부체들의 Heave 

운동을 나타내고 있다. ○는 모델 A에 대한 결과이고, ◇는 모

델 B에 대한 결과이다. 두 모델의 응답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5 Heave motion of floating body No.1

 

Fig. 6 Heave motion of floating body No.2

Fig. 7 Heave motion of floating body No.3

 

Fig. 8 Heave motion of floating body No.4 

Fig.9~12는 흘수가 12cm가 되도록 내부의 유체를 채웠을 때

에 대해 상부의 밸브의 개폐여부에 따른 각 부체들의 Heave 

운동을 나타내고 있다. 흘수 10cm와 유사하게 두 모델의 응답

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응답은 모델 B에서 다소 높게 나

타나고 있다. 



Fig. 9 Heave motion of floating body No.1 

 

Fig. 10 Heave motion of floating body No.2 

Fig. 11 Heave motion of floating body No.3 

 

Fig. 12 Heave motion of floating body No.4 

3.2 Pitch 운동

Fig.13~16은 흘수 10cm가 되도록 내부에 유체를 채운 후 상

부의 밸브의 개폐여부에 따른 각 부체들의 Pitch 운동을 나타

내고 있다.  두 모델의 응답이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밸브를 

닫은 경우가 밸브를 연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Fig. 13 Pitch motion of floating body No. 1

 

Fig. 14 Pitch motion of floating body No. 2

Fig. 15 Pitch motion of floating body No. 3

 

Fig. 16 Pitch motion of floating body No. 4

Fig. 17~20은 흘수 12cm가 되도록 내부유체를 채운 후 밸브

의 개폐여부에 따른 pitch 응답을 보이고 있다. 흘수 10cm의 

경우와는 달리 모델 B의 응답이 모델 A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부유체가 부유체의 전후부분에 분포함에 따라 

pitch 모멘트를 크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17 Pitch motion of floating body No. 1

 

Fig. 18 Pitch motion of floating body No. 2

Fig. 19 Pitch motion of floating body No. 3

 

Fig. 20 Pitch motion of floating body No. 4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시스템을 4개의 부체를 

힌지연결하여 실험을 행하였다. 두 모델에 대해 내부유체의 양

에 따른 흘수변화 및 밸브의 개폐여부에 따른 운동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있다.

(1) Heave 응답은 내부유체의 양에 따른 흘수변화에 따른 응

답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밸브의 개폐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흘수 12cm에서 모델 B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pitch 운동과의 연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

된다.

(2) Pitch 응답은 내부유체의 양에 따른 흘수변화에 따른 응답

이 차이를 보였다. 이는 모델 B가 수주부분이 되는 전단과 후단

에 내부유체가 많아짐에 따라 pitch 모멘트를 모델 A보다 크게 

발생시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3)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시스템은 pitch 운동을 피크치 부분

에서 극대화시킴에 의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도록 설계된

다. 따라서, 모델 B와 같이 진동수주부분에 내부유체가 많아지

도록 설계를 하면 pitch 운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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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해상 풍력발전은 육상 풍력발전에 비해 대형 발전기 및 대규모 단지 조성으로 대용량 발전이 용이하여 최
근 해상 풍력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설치 수심의 제한, 풍⋅파하중 등의 해양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풍력발전기 설치가 쉽지 않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WTIV :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은 선박에 
작용하는 해양 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leg를 이용하여 폰툰을 수면 위로 부양시킨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설치선을 수면으로 내리고 고정된 leg를 지반에서 인발하는데, leg가 오랜 기간 지반에 침투되어 있
는 경우 지반의 저항으로 leg의 인발이 쉽지 않다. 이 때 Spudcan에 설치된 제팅 시스템으로 해수를 분사시켜 지반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해당 해저토의 구성, spudcan의 형상,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의 잭업 제원, 제팅 분사량, 노즐 배
치 및 배관 설계 등에 의해 제팅 성능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반에서의 spudcan 거동 및 제팅 시스템 설계를 
소개한다.

1. 서    론

해양구조물의 설치 및 드릴링 작업을 위해서 잭업 바지 및 

잭업 선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잭업 유닛은 부력을 갖는 선

체와 해상 작업 시 해양 환경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체를 해수면 위로 부양시키는 다수의 leg 및 승강 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에너지 고갈 및 환경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풍력발전

이 친환경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풍력발

전은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해상풍력발전은 육상에 비해 주기적이고 

강한 풍속을 이용하여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소음 및 

지리적 제약이 적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Vazques et al. 2005).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WTIV: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은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위해 설계된 모바일 잭

업 유닛이다. WTIV는 풍력발전기를 수송, 조립, 설치 및 유

지·보수를 수행한다.

WTIV의 leg는 대체로 4~6개로 구성되고, rack & pinion으로 

leg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시 leg를 해

저로 내려 폰툰을 해수면 위로 부양시킴으로써 조류 및 파력 

등의 해양 외력으로부터 안정된 설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설치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해저면에 내렸던 

leg를 뽑아 올려야 하는데, 이때 인발저항이 크게 발생하여 leg 

인발이 쉽지 않다. Leg의 기반인 spudcan (Fig. 1) 에 설치된 

제팅 시스템으로 해수를 분사시킴으로써 지반의 저항을 줄여 

인발을 도울 수 있다 (Biene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WTIV의 제팅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

팅 배관의 설계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팅 시스템 특

성 및 성능 파악을 통하여 국내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기 설

치선에 적합한 제팅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Spudcan of WTIV (Swire Pacific Offshore Operations 

(Pte) Ltd)

Fig. 2 Geotechnical Centrifuge Facility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 Spudcan의 거동

WTIV의 leg를 해저지반에 내려 해양 환경으로부터 안정된 

상태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leg 하강 시 원뿔형

태의 spudcan은 지반으로의 관입을 돕는다. 폰툰 부양 후 해상

풍력발전기 설치 작업 시에는 해양 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강

한 인발력에 대해 인발거동을 저지하는 앵커 역할은 물론 leg

의 지반 침하를 최소화하는 역할도 한다 (Yi et al. 2012).

일반적으로 spudcan의 직경은 약 5~20 m에 이르며 원형, 다

각형 및 정사각형의 평면형상을 갖고, spudcan 상·하부는 경

사진 단면형상을 갖는다 (Okky et al. 2006).

2.1 원심모형실험

비선형 특성이 강해 예측이 어려운 비배수 토질에서의 

spudcan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스케일의 spudcan 프로

토타입을 이용한 지질공학적 모델 실험이 요구된다. 하지만, 

실해역에서의 spudcan 거동 실험은 실험모델 크기, 실험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해양환경, 연구 개발비 등의 제약이 발생한

다. 이와 같은 제약은 Fig. 2와 같은 원심모형실험을 이용하여 

실스케일의 지질공학적 모델 실험을 모사할 수 있다.

Fig. 3 Operation Procedure of WTIV

원심모형실험은 토질환경 및 spudcan의 축소 모형을 고속으

로 회전시켜 인위적인 가속도를 발생시키는데, 가속도에 의해 

토질의 자중이 증가하여 실제 현장의 토질 응력상태를 재현할 

수 있어, spudcan의 토질 내 거동을 파악하기에 유리하다. 토

질의 되이김, 압밀, 프리로딩 등이 spudcan의 관입 및 인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Gaudin et at. 2011).

Leung(2006), Bienen(2009), Cassidy(2009) 등은 원심모형실험

을 이용한 spudcan의 거동과 성능에 관한 지질공학적 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토질 물성과 하중조건의 상사가 유리하여 잭업 

유닛의 leg 및 spudcan 원심모형실험을 활용하여 연구하고 있

다. Spudcan 거동의 원심모형실험은 서호주대학교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의 해양지반 시스템 센터 (Centre for 

Offshore Foundation Systems) 와 싱가포르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의 해양 연구 및 기술국 

(Centre for Offshore Research and Engineering) 에서 수행되

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잭업의 설치 및 제거 프로세스 가이드

라인 InSafeJIP 편찬에 참여하였다 (Osborne et al. 2011).

2.2 Spudcan Penetration

Fig. 3은 WTIV의 잭업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기 설치 지점에 도달한 WTIV는 Fig. 3의 (b)와 같이 leg를 해저

지반에 내리게 된다. 이어서 폰툰에 해수를 유입시켜 하중을 

증가시킴으로 프리로딩을 수행하고 Fig. 3의 (c)와 같이 폰툰이 

해수면 위로 부양된 안정한 상태에서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작

업을 수행한다. Leg 관입 시 spudcan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은 

근입 깊이와 거의 선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최대 지지력 (수직 

하중) 은 최대 근입 깊이에서 발생한다 (Leung 2005).

Spudcan의 지지력은 토질 강도, 근입비 (H/D) 및 되메워진 

토질의 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근입비의 H 는 spudcan 근입 

깊이를 나타내고, D 는 spudcan 직경을 의미한다. Spudcan의 

형상을 달리하여 관입할 경우, 토질과의 접촉면적 및 토질 강

도가 변하여 지반 지지력이 달라진다. 또한, 연안의 연약지반



은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시 구조물의 수직하중으로 인해 압밀

침하가 발생한다. 압밀침하는 토질의 간극비와 투수계수의 영

향을 받으며 특히, 점토의 연약지반은 토립자가 큰 모래에 비

해 간극이 크고 투수계수가 작아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깊은 침하가 발생한다.

2.3 Spudcan Extraction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작업을 완료한 WTIV는 해저지반에 매

입된 leg를 회수하여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Fig. 3의 (d)와 같

이 잭으로 폰툰을 수면상으로 내려 spudcan 인발작업을 수행

한다. 연약지반에 오랜 기간 (토질 다짐도) 깊이 (토질 전단강

도) 근입한 경우 인발저항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leg 회수 

시 충분한 인발력이 필요하다. 인발력은 주로 폰툰의 부력 및 

rack & pinion 승강 시스템 용량에 의해 결정된다 (Osborne et 

al. 2011).

극한인발력 (또는 인발저항력) 은 인발계수 (N) 에 의해 결정

되고, 인발계수는 spudcan의 형상, 근입 깊이, 상재 압력, 토질 

물성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다 (Mehryar et al. 2002). 해상풍력

발전기의 안정한 설치 작업을 위한 지반 지지력과 leg 회수를 

위한 인발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spudcan 형상 설계가 필요

하다.

Spudcan 인발 초기 거동 시 spudcan 주위의 압력이 급격히 

변화한다. Spudcan 상부에서는 되메워진 토질의 압밀로 전체 

압력 및 간극압력이 상승한다. 반대로 인발거동에 의해 

spudcan 하부의 토질 접촉면에서는 간극이 형성되고 부의 간

극 수압이 발생하여 인발저항이 일어난다. 이후, spudcan 하부 

경계면으로 해수가 침투하면서 부의 간극 수압이 해소되고 인

발저항이 줄어들어 spudcan 인발이 진행된다 (Gaudin et al. 

2011).

3. 제팅 시스템

WTIV의 Leg가 연약지반에서 오랜 기간 깊이 근입된 경우, 

leg 회수 시 폰툰의 부력과 rack & pinion의 용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인발저항력을 극복하기 위해 제팅 시스

템을 spudcan에 설치할 수 있다. Fig. 4와 같이 제팅 노즐은 

spudcan의 상·하부면에 위치하고, 펌프로부터 송출된 해수를 

토질 접촉면에 분사하게 된다. 상부면에서의 제팅은 spudcan 

위로 되메워진 토질에 균열을 만들고 되이김을 유발하여 인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하부면의 제팅은 상부면의 제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압력으로 분사되고, 인발거동으로 발생한 부

의 간극 수압 해소는 물론 과잉 간극 수압을 형성시켜 인발력

을 부가하게 된다.

3.1 배관설계 압력 모델

WTIV 폰툰에 위치한 제팅 펌프로부터 송출된 해수가 해저

면에 위치한 spudcan의 노즐에서 분사되기까지 약 40~100m의 

배관 및 곡관부, 밸브 등을 거치며 압력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Fig. 4 Elevation View of the Universal WTIV Spudcan 

Showing Jetting Flow

Fig. 5 Pipe Flow Analysis of Decreased Flux

압력손실에 의해 노즐에서의 압력과 유량 강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팅 배관 및 펌프 설계가 필요하다. 배관의 압력손실

은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 단 (elevation) 변화에 의한 압력손

실, 배관 접속부품 (fittings) 에 의한 압력손실로 크게 나뉜다. 

배관 마찰에 의한 압력손실은 배관의 길이, 직경, 마찰계수 및 

유속 등에 의해 결정된다. Darcy(1803-1858)의 연구를 바탕으

로한 마찰손실 다음의 관계식을 갖는다 (PIPENET, 2010).

 


                                       (1)

단의 변화에 따른 압력손실은 다음과 같다.

                                             (2)



배관 접속부품에 의한 압력손실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 D : 파이프 내경

        - L : 파이프 길이

        - f : Fanning 마찰계수

        - u : 관내 유속

        -ρ: 유체 밀도

        - g : 중력가속도

        - Z : 단의 차

        - k : 접속부 K-factor

펌프로는 입력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제어밸브를 이용하

여 유량 및 압력을 제어할 수 있다. 이외에도 spudcan 형상에 

따른 노즐 배치, 노즐 목표 분사량, 배관 배치 등의 조작변수

로 제팅 성능이 결정된다.

Fig. 5는 배관 해석 프로그램 PIPENET Standard Module로 수

행한 제팅 시스템의 유속 변화량을 계산한 결과로 약 80m의 

단의 차에 의해 노즐의 말단 압력은 증가하였고, 유속은 다소 

감소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해저면 수압보다 노즐의 분사압이 

높고, 유속의 감소가 적어 노즐에서 유동 역류가 발생하지 않

아 성공적인 제팅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박의 잭업 절차 및 

spudcan의 거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배관설계 압력 모델을 고

려한 제팅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원심모형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의 토질 응력상태를 모사할 

수 있고, WTIV의 leg 및 spudcan의 토질 거동을 파악·예측할 

수 있다. 잭업을 이용하여 해저지반에 관입된 spudcan의 지지

력은 근입비 (H/D), 근입 기간, 토질의 물성, 되메워진 토질의 

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작업 후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해저지반에 고정된 leg를 회수하여

야 하는데, spudcan 주위로 인발저항력이 크게 발생하여 부가

적인 장치인 제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발저항을 극복한다.

제팅 시스템의 배관 설계를 위해서는 압력손실, 배관 및 노

즐 배치, 제어밸브, 펌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배관 해석 프

로그램 PIPENET Standard Module을 이용하여 제팅 시스템의 

배관을 설계하였다.

국내 서남해안은 해상풍력에너지원이 풍부하여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 건설이 예상됨에 따라 서해안의 연약지반에 적

합한 spudcan 및 제팅 시스템을 갖춘 WTIV 개발 기술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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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bmarine cable works which connected land from ocean energy, are important to ocean energy division and business. 
The area around Chagui-do, western part of Jeju, presents high density distribution of wave energy and should be surely considers 

external force and load about wave. The submarine cable on the seabed has to calculate wave numerical model to confirm its stability. 
This paper has conducted the wave simulation using SWAN(Simulating WAve Nearshore) model influence on submarine cable caused by 
typhoon of 7th Khanun and 15th Bolaven in 2012. The conditions of the typhoons are wind speed and central pressure of its and 

calculated data has compared with observed data to verify the numerical model. Also, observed wave data in 15 and 40m water depth 
has come into statistical process by monthly in 2012 and has extracted data of the typhoon.

1. 서    론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저케이블은 육지케이블과는 달리 해양의 압

력 및 물의 침투 등을 방지해야 하는 특수한 공정으로 제작되

며, 또한 설치 시에는 케이블, 해양의 상태, 선박 및 인력 등 다

수의 고려사항을 조합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저케이

블은 해양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연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

되어야 하며, 해양에너지 발전사업의 전 분야에서 해저케이블의 

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그간 빈번히 발생하였다. 해저케이

블 사고의 종류를 살펴보면 어업활동 및 선박의 항행 등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정재진 등, 2007; Featherstone et al., 2001).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경우, 선박의 순시 

및 대외 홍보활동 등을 꾸준히 수행하여 대민 차원의 해저케이

블 안전 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ICPC(International Cable Protection Committee) 라는 기관을 설립

하여 해저케이블 보호에 각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에 대한 법적인 제한사항을 결속하여 강력한 제재를 구하고 있다.

교신저자 황석범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4동, 032-860-8849  

sbhwang@koceco.co.kr

또한 학술적으로 해저케이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해저케이블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Kuwazuru and Hoshina, 1997; Wagner, 1995).

한편 해저케이블이 설치된 수심이 얕은 연안역은 조류 및 파

랑과 같은 해양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해저케이블의 안정성을 충

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연안역은 파랑의 힘이 집중되는 쇄

파대(breaking zone)에서 해저케이블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여야 하며, 해저케이블에 대한 설치 및 보호방법

도 해양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황석범 등, 

2012). 

현재 차귀도 주변해역에서 파랑 에너지원을 이용한 실증사업

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해저케이블 경로 및 그에 대한 보호설비에 

대한 해양환경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김영덕 등, 

2011). 제주 서측 차귀도 주변해역은 파랑에너지 밀도 분포가 큰 

지역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해역에 해저케이블을 설치한

다면 파랑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수반되

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2년 제7호 태풍 카눈(Khanun)과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제주 측에 상륙하였을 때를 중심으로 태풍 

내습 시의 파랑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태풍 

카눈의 내습 시에는 해저케이블 설치 중인 선박이 해저케이블과 

케이블 드럼(drum)을 입수하고 피항하였으며, 볼라벤의 내습 시

는 해저케이블 설치 후 해저케이블 상단부에 보호설비(돌망태,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stone bag)를 설치하여 해저케이블을 보호하였다. 태풍 내습 시

의 현장 관측 결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된 수심 15 

및 40m에서 파랑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결과를 바탕으

로 파랑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태풍이 제주측에 영향을 

준 시점에 발생한 해저케이블 드럼의 입수 및 해저면에 설치된 

해저케이블 보호설비인 돌망태에 대하여 태풍에 의한 파랑 하중

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2. 태풍 통과 시 파랑 특성 분석

2.1 제7호 태풍 카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현황

해저면에 착저된 해저케이블에 대한 태풍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제7호 태풍 카눈(Khanun)과 제15호 태풍 볼라벤

(Bolaven) 내습 시의 파랑 계측자료를 분석하였다(Table 1). 제7

호 태풍 카눈은 소형의 강한 열대 폭풍으로 최대 풍속이 

25.0m/s 이었으며, 2012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주측에 영

향을 미쳤다. 또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최대 풍속이 53.0m/s 

정도의 매우 강한 태풍이었고 2012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영

향을 미쳤으며, 28일에 그 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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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thymetry map of study area. Red box present wave 

simulated area.

Table 1 Summary of typhoon of 7
th Khanun and 15th Bolaven 

from July to August, 2012

items Khanun Bolaven

dates Jul. 15~20, 2012 Aug. 26~31, 2012

forward
direction

WNW NNW

forward
velocity

25.0 km/h 27.2 km/h

pressure 985hPa 910 hPa

wind
speed
(max)

25.0 m/s 53.0 m/s

태풍 통과 시 수심 40m에서 계측된 파랑 자료의 통계치는

Table 2 및 Fig. 2에 나타내었다. 수심 40m에서 계측된 유의파

고(Hs)의 분포를 살펴보면, 제7호 태풍 카눈은 7월 18일에서 

2.44m로 파고의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제15호 태풍 볼라벤

은 8월 28일에서 5.25m로 나타났다. 또한 태풍 카눈과 볼라벤의 

최대 주기(Tp)는 10.00초 및 16.38초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는 파랑수치실험에 대한 입력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Fig. 2 Time series of significant wave height(Hs) and period 

peak(Tp) at typhoon of 7th Khanun and 15th Bolaven. 

Upper and lower figures show Hs and Tp. also, Khanun 

and Bolaven are indicated solid and dotted line, 

respectively. 

2.2 파랑 수치실험

해저면에 착저된 해저케이블에 작용하는 파랑 하중을 산정하

기 위하여 SWAN(Simulating WAves Nearshore) 모델을 사용

하여 파랑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7호 태풍 카눈이 제주측

에 영향을 준 시점은 해저케이블 설치 중이었으며, 시공 중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해저케이블 드럼에 케이블을 감은 상태

로 입수하였다. 또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해저케이블 설치 및 

돌망태(stone bag)이 해저케이블 상단부에 시설된 후이다. 

계산영역은 대상해역의 해저케이블 경로와 파고계 계측위치

를 중심으로 2.6×2.0km의 범위에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격자 

간격은 20m 이며, 총 12,231개의 격자점을 갖는다. 계산에 수행



된 입력 조건은 태풍 통과 시 40m에서 계측된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15m의 계측된 자료와 계산된 자료를 비교하였다. 또한 계

산 시 드럼의 입수 지점과 해저케이블 경로를 따라 설치된 돌망

태의 위치에 대하여 파랑 조건을 각각 추출하여 안정성 검토에 

대한 파랑 하중 자료로 사용하였다. 

Fig. 3 Submarine cable is coiled around cable drum(left) and 

stone bag(right).

Fig. 4에 나타낸 제7호 태풍 카눈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대 유

의파고는 3.1m로 계산되었으며 주파향은 서남서(65.5°)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해저케이블 드럼 입수지점의 파고 및 주기는 2.2m 

및 9.7초로 나타났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계산결과는 최대 유

의파고 5.4m, 주파향은 서남서(51.5°)으로 계산되었다. 해저케이

블 보호설비인 돌망태의 설치위치에 분포한 파랑 계산 결과는 

최대 4.8m 및 10.9초로 나타났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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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t(upper) and wave 

direction(lower) at typhoon of 7
th

 Khanu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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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significant wave height(upper) and wave 

direction(lower) at typhoon of 15th Bolaven, 2012.

 

3. 파랑 하중에 따른 안정성 검토

3.1 해저케이블 드럼 및 돌망태에 작용하는 파랑 하중 산정

해저면에 착저된 드럼 및 해저케이블 보호설비(돌망태)에 작

용하는 파랑 하중은 파랑 수치실험의 계산 결과를 사용하여 검

토하였다. 파랑 하중(P)의 산정은 수중 부재에 작용하는 미소진

폭파 이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h 
cosh 

         (1)

여기서, w0는 해수중에 잠재된 물체의 단위 중량(kg/m3), H 

는 파고(m), k 는 파수, h 는 수심(m)을 나타낸다. 

Table 2 Data of the cable drum and stone bag using wave load 

calculation

items
cable drum 

(including cable)
stone bag

Dimen-
sion 3×3×1m Φ4.5m×3m

weight
in air 20ton 18~20ton

input 
data

Hs: 2.17 m
Tp : 9.75 sec

Hs: 4.87m
Tp : 10.99sec

파랑 하중 계산 결과 시 해수 중에 입수된 물체에 대한 안정

성은 수중 중량과 작용하는 파랑 하중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드럼의 안정성은 카눈 내습 시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돌망태

를 양옆에 각각 1개씩을 체결하여 입수했으므로, 돌망태 2개의 

수중 중량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돌망태의 안정성 검토

는 볼라벤 내습 시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파랑수치실험에서 

쇄파대를 파악하여 쇄파대에서의 돌망태 단위중량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Table 3 Data of the cable drum and stone bag using wave load 

calculation

safety 

factor

drum
(+stone bag 

2EA)

wave 

load
stone bag

wave 

load

1.0

548.14

120.18

176.31

68.22

1.5 180.27 102.33

2.0 240.36 136.44

3.0 360.54 204.66

파랑 하중 계산 결과 각각의 안전율을 1.0~3.0까지 적용 시 드

럼은 전체 안전율에 대하여 안정한 계산 결과를 나타냈으며, 단

위 수량의 돌망태의 경우, 1.0~2.0까지는 안정하였으나 안전율 

3.0시에는 불안정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돌망태 

시공 시 다수의 돌망태를 체결하여 단위 수중 중량을 높여 시공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은 해저케이블 드럼과 해저케이블 보호설비인 돌망태

에 대한 태풍 시의 파랑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2

년 제7호 태풍 카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랑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제7호 태풍 카눈은 소형의 강한 

열대 폭풍으로 최대 풍속이 25.0m/s 이었으며, 2012년 7월 15일

부터 20일까지 제주측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제15호 태풍 볼라

벤은 최대 풍속이 53.0m/s 정도의 매우 강한 태풍이었고 2012

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28일에 그 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파랑 수치실험 계산 결과, 태풍 카눈은 유의파고 최대 3.1m 

및 주파향을 서남서(65.5°)으로 나타났으며, 볼라벤은 유의파고 

최대 5.4m 및 주파향은 서남서(51.5°)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해

저케이블 드럼의 입수 위치 및 보호설비(돌망태)가 시설된 위치

에 대하여 파랑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드럼 및 보호설비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을 산정하여 안정성을 검

토하였다. 드럼 및 보호설비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은 안전율 1.0 

적용 시 120.18kN 및 68.22kN 으로 계산되었으며, 단일 돌망태

의 경우, 안전율 3.0에서 불안정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돌망태 시공 시 단독 설치 보다 다수의 돌망태를 체결하

여 시공하는 것이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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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ying drainage layer (b) With submerged breakwaters

Fig. 2 Spatial distributions of nearshore currents changed by installing coastal structures

Fig. 1 Spatial distributions of nearshore currents in Haeundae beach

해운대 이안류의 발생기구 및 제어방안에 관한 고찰

허동수 ․ 정연명 ․ 이우동(경상대학교)

최근 해운대를 비롯하 여러 해수욕장에서 이안류에 의한 피서객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안류 감시·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안류의 발생을 경고함과 동시에 입욕을 금지시키

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짧은 시간에 산발/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안류를 정확하게 예측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랑의 유입특성과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이안

류의 발생기구를 파악하고 각 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하기 위하여 3차원 수치모델(LES-WASS-3D)을 이용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안류는 연안역의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연안류가 만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잠제 등과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서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Fig. 1은 해운대에서 S파향의 평상파랑이 입사할 때 나타낸 해빈류이다. Fig. 1로부터 두 지역에서 이안류가 

크게 발달하며, 이것은 해저지형과 연안에서의 파랑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1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해운대의 빈번한 이안류 발생지역 간에는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계산에서 입사파향을 S파향으로 고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확인한 이안류를 제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대책공법을 적용하여 수치계산을 실시하였으며, Fig. 2에 해빈류의 공간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 Fig. 2 (a)는 해운대 해빈의 일부에 투수층을 매설한 경우이고, (b)는 해운대 해역에 2기의 

잠제를 설치한 경우이다. Fig. 2 (a)로부터 해빈의 일부에 투수층을 매설한 해역에는 이안류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수층 매설이 해운대 이안류 제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b)로

부터 해운대 해역에 2기의 잠제를 설치할 시에 잠제의 영향에 의해 전체적으로 해빈류의 유속이 크게 감소

할 뿐만 아니라, Fig. 1의 경우에 비해 이안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의 이안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조건이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한 것과 같은 구조물공

법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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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서브루틴을 이용한 저온용 고장력강재의 파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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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Prediction of low temperature high strength steel using user 
defined sub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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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average stress triaxiality 평균 응력 삼축비; failure strain 파단변형률; average true stress 평균 진응력;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 VUSDFLD 아바쿠스 사용자 정의 서브루틴 VUSDFLD

ABSTRACT: Stress triaxiailty is recogniz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for prediction of failure strain of ductile metals. This study deals 

with effect of average stress triaxiality on failure strain of EH36 steel. Tensile tests are carried out for round specimens and flat specimens with 

different notches from relatively smooth to very sharp levels. Numerical simulations of each specimen are performed by using ABAQUS. From 
comparison of result between experiments and numerical analysis, failure initiation points in numerical simulations are identified. Failure strain 
curves for various dimensionless critical energy levels are established in the average stress triaxiality domain and compared with identified 

failure strain points. It is observed that most failure initiation points are approximated with 100% dimensionless critical energy curve. From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failure strains are well expressed as a function of the average stress triaxiality and we formulate the 
failure strain of EH36 steel. In order to assess the validity of failure strain curve obtained by previous processes, we perform a numerical 

analysis of each specimen by using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 VUSDFLD. 

1. 서론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강재는 비록 고장

력강일지라도 연성재료 (ductile material)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 인식되고 있으며, 연성재료의 파단거동은 재료의 내부에서 

발달하는 응력 삼축비 (stress triaxility)와 로드각 (lode angle)

의 영향에 지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응력 삼축비

는 재료의 파단에 중요한 인자로서 여러 연구에 의하여 증명되

어 왔다. Bridgman (1952), Johnson and Cook (1985)은 응력 

삼축비와 파단에서의 등가 소성 변형률을 연성 재료에 적용시

켜 재료의 거동을 묘사하였으며 McClintock (1968)과 Rice and 

Tracey (1969)는 연성재료의 항복부터 파단까지의 소성 변형 

과정인 미소 기공의 생성 (void nucleation or initiation), 성장 

(void growth), 병합(void coalescence)이 응력 삼축비의 발달

도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지수 함수로 표현되는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의 2차원적인 관계를 제시하였

다. 또한 Hancock and Mackenzie (1976)는 일련의 노치를 가

지는 인장 시편들의 실험을 통해 응력 삼축비가 파단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였으며 Mirza et al. (1996)은 순철(pure iron), 연

강(midel steel),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하여 파단 변형률이 응력 

삼축비에 큰 의존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연속체 손상 역학 

(CDM, continuum damage mechanics)에서도 손상(damage)의 

발전이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 표현되고 있으며, Lehmann and 

Yu (1998)는 CDM을 응용하여 응력 삼축비의 지배를 받는 파

단 지표 (rupture index)를 제시한 바 있다. Urban (2003)과 

Törnqvist (2003)가 제시한 RTCL (Rice-Tracey and 

Cockcroft-Latham) 파단조건에서도 재료가 인장을 받을 때 응

력 삼축비가 파단을 지배한다고 가정하였다. Bao and 

Wierzbicki (2004)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압축, 전단, 전단/인

장, 인장 시편을 제작하여 응력 삼축비와 파단 변형률의 관계

를 찾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Bao and Wierzbicki 

(2004), Gao et al. (2005, 2009), Gao and Kim (2006), Barsoum 

and Faleskog (2007a, 2007b), Bai and Wierzbicki (2008) 등 여

러 연구자들은 연성재료의 파단은 응력 삼축비만의 함수로 나

타낼 수 없음을 증명하고 3차 불변량 편차 응력 텐서와 로드각 

또한 연성 재료의 파단과 항복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보여 

왔다. Bai and Wierzbicki (2008)은 토사 (soil)의 항복함수 

(Mohr-Coulomb yield function)를 개량하여 응력 삼축비, 로드

각, 등가 소성 변형률로 이루어진 3차원적인 파단 변형률 단면

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각 재료마다 로드각이 파단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과 파단 변형률 단면의 형상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이 파단 조건은 Bai and Wierzbicki (2010), Luo and 

Wierzbicki (2010), Dunand and Mohr (2011), Beese and Mohr 

(2011), Luo et al. (2012) 등에 의하여 유용성이 검증되어오고 

있다. 또한 Driemeier et al (2010)은 응력 텐서 불변량이 연성 

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적 연구 방법을 제시

하였고 이는 로드각, 응력 삼축비와 파단 변형률의 관계를 확

인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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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조선해양 산업계에서는 등가 소성 변형률이 특정한 

값에 도달한 경우 파단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전단 파단 조건 

(shear fracture criterion)을 파단 조건으로 사용해왔다. 아직도 

파단 변형률이 같은 구조물 또는 같은 재료에 대하여 변동성이 

없는 상수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점차 파단 변형률이 응력 삼

축비와 로드각의 함수라는 사실을 인식해가고 있는 단계이다. 

최근 Choung et al. (2011a)의 전단 파단 조건, 기공률 파단 조

건, FLD (forming limit diagram)을 비교하여 이들의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파단 변형률은 선박이나 해양플랜트의 사고한계상태 (ALS, 

accidental limit state)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재료 특성치이다. 그러나 과대하중을 유발하는 구조물 실험 또

는 구조물 실험을 모사하기 위한 수치해석적인 연구는 활발한

데 반하여 재료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EH36 강재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 평균 응

력 삼축비로 표현되는 파단 변형률 곡선을 정식화하고 이를 상

용 유한요소코드에 이식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저온용 고장력강 EH36 환봉형 및 판상형 시편을 제작

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고 인장시험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

를 비교, 분석하여 파단 변형률 곡선을 정식화하였다. 정식화된 

파단변형률 곡선을 ABAQUS/Explicit user defined subroutine 

VUSDFLD에 이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인장시험 결과와 비교

하여 개발된 파단변형률 곡선의 정량성을 판단하였다.

2. 배경 이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응력 삼축비와 로드각은 연성 재료의 파단

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응력 삼

축비는 미시적 관점의 소성 변형 프로세스에서 미소 기공의 생

성과 성장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 (McClintock, 1968; Rice and Tracey, 1969; Hancock 

and Mackenzie, 1976; Hancock and Brown, 1983; Mirza et al., 

1996; Bao, 2003)은 응력 삼축비를 이용하여 재료의 파단을 예

측하였다. 하지만 Bao and Wierzbicki (2004)는 구조물 형상 또

는 물체가 받는 외력의 조건이 복잡한 경우 응력 삼축비 만으

로는 연성 재료의 파단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보였다. 

Fig. 1 Three types of coordinate system in the space of 

principal stresses (Bai, Y., 2008)

Fig. 1은 3차원 응력 상태에서의 주응력을 도입한 주응력 좌

표계이다. 원점을 지나며 각 좌표축과 같은 각도를 이루고 있

는 선분 



′는 정수압 응력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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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압 응력  : 응력 삼축비

: 편차 응력  : 편차 응력 텐서

 : 로드각  : 정식화된 로드각




: 3차 응력 불변량  :
정식화된 3차 응력 

불변량

 : 주응력 성분

편차면 위에 있는 임의의 응력 상태 P를 고려할 때 응력 벡

터 
는 정수압 응력 벡터 




′와 편차 응력 벡터 



′

로 나

눌 수 있으며 



′ , 



′

  두 벡터의 비가 응력 삼축비이다. 원

뿔의 표면 위에는 같은 응력 삼축비를 갖는 무수히 많은 응력 

상태가 존재하게 되며 같은 응력 삼축비를 갖는 임의의 응력 

상태들을 구분해 주기 위해 로드각 (Lode angle,  ) 이론이 도

입 되었다 (식 (4) 참고). 로드각 는 3차 불변량 

로 표현 될 

수 있으며 식 (5)은 정식화된 (normalized) 3차 불변량 ()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로드각 는 정식화된 로드각   (식 (6) 참

고)로 표현하며, 정식화된 로드각은 ≤ ≤ 의 범위를 갖

는다.  임의의 응력 상태에서    은 인장 조건,    은 전

단 조건,    은 압축 조건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로드각은 

정식화된 로드각을 의미한다.

3. 실험

3.1 시편의 설계 및 가공



실험에 사용된 강재는 P사에서 제조한 저온용 고장력강 

EH36이다. 시편의 기본 형상은 환봉형과 판상형이며 

ASTM(2004)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하였다 (Fig. 2, 3 

참고). 노치재는 동일한 재료에서 노치의 첨도에 따른 파단 변

형률을 관찰하기 위하여 환봉형은 12종류 (평활재 포함), 판상

형은 10종류 (평활재 포함)의 노치재를 가공하였다. 환봉형 시

편은 강재의 가공 방향 (rolling direction) 평행 시편과 가공 방

향 직교 시편으로 나누어 가공하였으며, 판상형의 경우 모재의 

두께 방향으로 상충 (top layer), 중층(middle layer), 하층 

(bottom layer)에서 박판으로 분리한 후 이 박판으로부터 가공 

방향 평행 시편이 가공되었다. Table 1에 각 시편의 노치에 따

른 명칭을 정리하였다.

Fig. 2 Design of specimens

(a) Round specimens

(b) Flat notch(R=16mm) specimens

Fig. 3 Photo of specimens

notch 
radius 
(mm)

specimen shape

round flat

longi. 
label

trans. 
label

top middle bottom

0.5 RL-R0005 RT-R0005 FT-R0005 FM-R0005 FB-R0005

1.0 RL-R0010 RT-R0010 FT-R0010 FM-R0010 FB-R0010

2.0 RL-R0020 RT-R0020 FT-R0020 FM-R0020 FB-R0020

4.0 RL-R0040 RT-R0040 FT-R0040 FM-R0040 FB-R0040

8.0 RL-R0080 RT-R0080 FT-R0080 FM-R0080 FB-R0080

16.0 RL-R0160 RT-R0160 FT-R0160 FM-R0160 FB-R0160

32.0 RL-R0320 RT-R0320 FT-R0320 FM-R0320 FB-R0320

64.0 RL-R0640 RT-R0640 FT-R0640 FM-R0640 FB-R0640

75 RL-R0750 RT-R0750 · · ·

100 RL-R1000 RT-R1000 · · ·

128.0 RL-R1280 RT-R1280 FT-R1280 FM-R1280 FB-R1280

∞ RL-R0000 RT-R0000 FT-R0000 FM-R0000 FB-R0000

Table 1 Labels of specimens

3.2 유동응력 데이터 도출

수치해석 시 필요한 유동응력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평활

재 시편의 공칭응력 – 공칭변형률 곡선을 참고하였다. 식 (7), 

(8)를 이용하여 공칭응력 – 공칭변형률 곡선, 식 (9), (10)를 이

용해 균일 진응력 – 균일 진변형률 곡선을 얻을 수 있다. 하지

만 균일 진응력과 균일 진변형률은 시편이 균일하게 연신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공식이므로, 네킹이 발생한 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네킹 이후의 유동응력 데이터는 균일 진응력-

균일 진변형률 곡선을 식 (11)에 곡선 적합(curve fitting)하고 

재료상수 와 을 도출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식 (11)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재료상수 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7)






 (8)

    (9)

  ln  (10)

 (11)

 : 인장 하중  : 균일 진응력




: 초기 단면적  : 균일 진변형률



: 시편의 초기 길이  : 진응력

 : 변위  : 소성 진변형률

 : 공칭 응력  : 강도 계수

: 공칭 변형률 :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

그러나 Choung(2009)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소성 변형률의 

증가하면서 평균 진응력 (average true stress) 또한 급격히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 진응력이란 시편의 실제 단면적 

변화를 고려하여 도출한 진응력을 말한다. 즉, 로그 스케일 상

에서 소성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식(5)을 이용한 외삽 진응력 

(extrapolated true stress)은 선형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평균 진



응력은 선형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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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rue stresses curves for DH32TM 

(Choung, 2009)

큰 소성 변형률 구간에서는 외삽 진응력이 부정확하며 이것

은 소성 변형률이 커지는 노치 반지름이 큰 시편 (평활재에 가

까운 시편)의 수치해석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

시 말해, 큰 노치를 가지는 시편은 소성 변형률이 크게 증가한 

이후에 파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삽 진응력을 통해 얻은 유동

응력 데이터로 수치해석을 수행할 경우 부정확성이 증가하게 

된다. 평균 진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단면적 변화를 

직접 계측해야 하지만 환봉형 시편의 달걀 모양 (oval shape) 

변형, 판상형 시편의 쿠션 효과 (cushio effect) 변형 때문에 단

면적 변화의 계측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률

계(extensometer)를 이용하여 진변형률을 계측하고 평균 진응

력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 참고문헌(Choung, 2009)을 조

사하였다. 참고문헌으로부터 얻은 네킹 이후의 평균 진응력과 

외삽 진응력의 차이를 3차 다항식으로 적합하고, 그 계수를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활재의 외삽 진응력에 곱하여 평균 진응력

으로 사용하였다. Fig. 5에 환봉형 및 판상형 평활재의 외삽 진

응력과 계수를 곱해 얻은 평균 진응력(polynomial)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평활시편의 기계적 특성치는 Table 2에 제시하였

다.

(a) Round specimen

(b) Flat specimen

Fig. 5 Comparison of true stresses curves for EH36 steel

quantity RL-R0000 RT-R0000 FT-R0000 FM-R0000 FB-R0000

initial yield stress  423.67 432.75 425.507 394.728 480.432

engineering tensile stress  520.576 518.71 499.139 488.816 550.236

true tensile stress  635.618 613.231 576.505 576.464 634.971

plastic hardening exponent 0.18 0.17 0.1671 0.1574 0.1838

strength coefficient  843.93 834.04 851.138 813.954 975.888

Table 2 Obtained mechanical properties (Unit: MPa)



3.3 노치재 실험 결과

노치에 따른 인장하중과 연신률의 변화를 보기 위해 Fig. 6에 

판상형 상층 노치재의 공칭응력-공칭변형률 곡선과 환봉형 가

공방향 평행 노치재의 공칭응력-공칭변형률 곡선을 나타내었

다. 모든 시편의 단면적은 동일하지만, 노치 반지름이 커질수록 

공칭 인장강도는 작아지고 파단까지의 연신률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노치재의 공칭응력-공칭변형률 곡선은 파

단변형률 정식화에 필요한 파단이 발생하는 시점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노치재의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은 공칭응력

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정량성을 검증하고 파단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평균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을 도출한다.

(a) Flat top layer notch specimens

(b) Round longitudinal notch specimens

Fig. 6 Engineering stress vs engineering strain curve

4. 파단 변형률 정식화

4.1 시편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Sta

ndard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와 공칭응력

-공칭변형률 곡선으로서 비교하였다. 환봉형 노치재 시편의 경

우, 축대칭 해석을 위해서 CAX4R 요소를 사용하였다. 판상형 

노치재 시편은 X, Y, Z축으로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

에 시편의 1/8만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요소의 모델은 3차원 

8절점 감차적분요소 (C3D8R)를 사용하였다. 환봉형, 판상형 시

편 모두 실험결과와의 직접 비교가 용이하도록 모델의 길이방

향 범위를 신률계가 부착되는 지점(25mm)까지로 한정하고 상

단 절점에 균일한 강제 변위를 부여하여 하중을 구현하였다. 

노치부 요소의 크기는    (요소의 길이와 노치 반지름의 

비)가 0.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노치부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는 천이구간을 배치하여 비교적 크기가 큰 요소를 사용

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 7에 보인 바와 같이 환봉형 시

편의 길이 방향 중심선 (녹색 점선)을 따라 수평방향 (  방향) 

변위, 시편의 지름방향 중심선 (적색 점선)을 따라 길이방향 (  

방향) 변위를 구속하였다. 판상형 시편은 여기에 두께 방향의 

중심선 (청색 점선)을 따라 두께 방향 (  방향)으로 변위를 구

속을 더하여 모델의 상단 절점에 방향 강제 변위를 부여함으

로써 인장 하중을 구현하였다.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 비교 시 

소성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수치해석과 시험이 차이를 보이

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요소가 과대 변형하면서 요소 형상 품질

이 저하되어 해석의 정확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해석과 실험 결과가 일치함으로 수치

해석이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a) front view 

 

 (b) iso view

Fig. 7 Modeling of specimens



    (12)

 







   (13)

 : 무차원 임계 에너지

  : 파단이 발생할 시점의 평균 응력 삼축비

 : 파단 변형률

 : 평균 응력 삼축비

 : 응력 삼축비

  : 등가 소성 변형률

4.2 파단 변형률 정식화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파단 변형률을 넓은 의미로 재료 

상수의 범주에 포함시켜 각자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상이한 

파단 기준을 적용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파단 변형률은 구조물

의 형상, 외력의 형태에 따라 변동적이며, 특히 폭발, 충돌 및 

좌초와 같이 구조물에 대변형률이 발생하는 경우 파단변형률

을 재료 상수로써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재료의 파단변형률 

예측은 상수가 아닌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서 정의되어야 한다.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Choung et al. (2011)과 Choung et al. 

(2012)은 EH36 강재의 무차원 임계 에너지 (dimensionless 

critical energy) 수준이 15% 일 때 알루미늄 합금과 동일한 파

단 변형률 곡선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무차원 임계 에

너지 수준이 100% 일 때 EH36 강재의 파단 변형률 곡선과 가

장 유사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무차원 임계 에너지는 식(12)에 

보인 바와 같이 파단이 일어나는 시점의 평균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평균 응력 

삼축비란 식 (13)에 보인 것처럼, 파단에 이르기까지 응력 삼축

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의 곱을 적분하여 파단변형률로 나눈 값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무차원 임계 에너지가 특정한 값에 도

달할 때의 등가 소성 변형률을 파단 변형률로 인식 할 수도 있

으며, 평균 응력 삼축비는 파단 변형률에 도달할 때의 응력 삼

축비로 표현된 에너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한 무차원 임계 에너지에 해당

하는 파단 변형률을 정식화 시키고, 실험 및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은 파단 변형률에 근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평균 

응력 삼축비에 따른 파단 변형률을 정식화 하였다. 자세한 과

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인장실험과 수치해석을 비교하여 파단이 발생하는 

공칭 변형률을 수치해석으로부터 확인

- 2단계: 이 공칭 변형률에 상응하는 등가 소성 변형률을 파

단 변형률로 인식하고 이 지점에서의 정수압 응력 

및 von Mises 등가 응력을 도출하여 평균 응력 삼

축비를 계산

- 3단계: 무차원 임계 에너지 수준을 가정하고 그 지점까지의 

정수압 응력 및 von Mises 등가 응력을 추출하여 

평균 응력 삼축비를 산정하고 그 지점까지의 등가 

소성 변형률을 파단 변형률을 정식화하기 위한 값으

로 인식

- 4단계: 3단계에서 인식한 평균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변

형률을 이용하여 파단 변형률을 정식화

- 5단계: 4단계에서 정식화된 파단 변형률 곡선에 2단계에서 

인식한 평균 응력 삼축비와 파단 변형률의 관계를 

도시하여 일치하는 무차원 임계 에너지 수준을 확

인. 일치하는 수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3단계에서 

다른 무차원 임계 에너지 수준을 가정하여 5단계까

지 반복

평균 응력 삼축비에 따른 파단 변형률을 정식화하기 위해서

는 우선 시편의 파단이 시작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

다. 환봉형 노치재 시편의 경우, 시편 단면의 중심부에서 등가 

소성 변형률이 가장 크게 발달하였고 시편 파면에서 컵-콘 파

단(Cup-cone fracture)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편 

중앙부에서 파단이 일어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판상형 시편의 

경우, 실제 시편의 파면 관찰 등을 통하여 노치 반지름이 2mm

이하인 경우 노치 반지름 주변에서, 나머지는 시편의 중심에서 

파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8에 Bao and Wierzbicki (2004)의 알루미늄 합금의 수치

해석 결과와 본 연구에서 수행된 EH36 강재의 수치해석 결과

를 평균 응력 삼축비에 따른 파단변형률로 도식화하여 나타내

었다. 알루미늄 합금의 결과는 무차원 임계 에너지 15% 수준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EH36 강

재의 경우 노치 반지름이 4mm 이상인 시편은 비교적 무차원 

임계 에너지 수준 100%에 근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치 부근에서 파단이 발생한 노치 반지름 2mm 이하인 시편

의 결과는 무차원 임계 에너지 수준 100%에 많이 벗어났으며 

평균 응력 삼축비 0.6 이하 영역에서 보이고 있다. 이는 노치 

부근에서 정수압 응력 보다 등가 응력이 파단에 지배적인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Fig. 8 Comparison of failure strain formulas with failure 

strain points



4.3 파단 변형률 곡선의 정확성 검증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EH36 강재의 평균 응력 삼축비에 

따른 파단 변형률은 무차원 임계 에너지 100% 수준에 근사한

다. 본 논문에서는 EH36 강재의 파단 변형률 곡선을 무차원 임

계 에너지 100% 수준에 정식화 시키고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

램인 ABAQUS/Explicit의 user subroutine VUSDFLD를 이용

해 정식화한 파단 변형률 곡선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ABAQUS/Explicit은 상수형 전단 파단 조건을 사용하는 반면

에 user defined subroutine VUSDFLD은 사용자가 원하는 파

단 조건을 이식할 수 있다. 정식화된 파단 변형률 곡선의 정확

성 검증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단계: 요소의 각 절점에서의 응력 텐서 값을 도출하여 정

수압 응력과 von Mises 등가 응력을 계산

- 2 단계: 각 절점의 등가 소성 변형률을 도출하고 식 (12), 

(13)을 이용하여 무차원 임계에너지와 평균 응력 

삼축비를 계산

- 3 단계: 무차원 임계 에너지를 손상 변수 (damage variabl

e)로서 인식하고 무차원 임계 에너지 100% 수준에 

해당하는 평균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을 

파단 지표로 사용하여 VUSDFLD에 정식화된 파단 

변형률 곡선을 대입

- 4 단계: VUSDFLD를 이용한 수치해석과 실험의 공칭응력-

공칭변형률 곡선으로부터 파단이 일어나는 시점에

서의 공칭 변형률을 비교하여 파단 변형률 곡선의 

정확성을 검증

Fig. 10에 실험 결과와 VUSDFLD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를 

공칭응력-공칭변형률 곡선으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응력 삼축비 0.6 이상인 구간에서 환봉형 가

공 방향 직교 시편, 판상형 시편 몇 개를 제외하고는 

VUSDFLD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가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함

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 응력 삼축비 0.6 이하인 구간 

(등가 응력이 지배적인 구간)에서는 파단 개시점도 상이할 뿐

만 아니라 공칭응력-공칭변형률 곡선에서 보여 지는 유동응력 

또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 응력 삼축비 0.6 이

하의 구간에서 파단 변형률의 정식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9 Failure strain curve

(a)

(b)

(c)

(d)



(e)

(f)

Fig. 10 Result comparisons of test with VUSDFLD

4. 토론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재료마다 응력 삼축비와 로드각에 

따른 파단 변형률을 정식화 하였다. Bai and Wierzbicki (2008)

은 2024-T351 알루미늄과 A710 강재의 응력 삼축비, 로드각에 

따른 3차원적인 파단 변형률 단면을 제시하였다 (Fig. 11 (a), 

(b) 참조). 또한, Gao et al. (2009)은 DH36 강재를 사용해 시편

의 전단, 인장 시험을 수행하여 3차원적인 파단 변형률을 정식

화 하였다 (Fig. 11(c) 참조). 

(a) 3D fracture locus of 2024-T351 Aluminum

(b) 3D fracture locus of A710 steel

(c) 3D fracture locus of DH36 steel

(d) Comparison of failure strain curve 

at Lode angle = 1

Fig. 11 3D fracture locus of each material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mass percent, %)

Material

A710 
steel

(




 = 

520MPa)

2024-T351 
aluminum

(




 = 

352MPa)

DH36

(




  = 

315MPa)

EH36

(




 = 

355MPa)

Al - Rest 0.025 0.024

C 0.05 － 0.06 0.06

Cr 0.74 0.005 0.11 0.02

Cu 1.2 4.46 0.25 0.02

Fe Rest 0.14 Rest Rest

Mg - 1.42 - -

Mn 0.47 0.61 1.38 1.38

Mo 0.21 － 0.03 0.01

Nb - － 0.01 0.04

Ni 0.85 0.0058 0.14 0.02

P 0.01 － 0.011 0.01

Pb - 0.002 - -

S 0.04 － 0.004 0.004

Si 0.25 0.06 0.19 0.25

Sn - 0.055 - -

Ti 0.038 0.025 0.01 0.02

V - － 0.06 0.05

Zn - 0.18 - -

Bai and Wierzbicki (2008)는 2024-T351 알루미늄은 재료의 

파단변형률이 로드각에 큰 영향을 받지만, A710 steel, DH36은 

로드각이 파단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였다. 이

와 반대로 Gao et al. (2009)은 DH36 강재에서 로드각이 파단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다. Gao et al. 

(2009)은  DH36 시편의 인장과 전단 실험만 수행하고 압축 실

험의 결과부분은 외삽하여 3차원적인 파단 변형률 단면을 제시

하였지만, 로드각 0에서 1까지의 범위만을 보더라도 로드각이 

DH36 강재의 파단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한 각 재료에 따른 파단 변형률을 EH36 

강재의 파단 변형률과 비교하여 Fig. 11(d)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EH36 시편의 인장실험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로드

각 = 1일 때만을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EH36 강재의 파단 변형률은 다른 재료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

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통해 재료마다 각기 다른 파단 변형률 조

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재료의 파단 변형률을 평균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

서 표현하고 EH36 강재의 인장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해 파단 

변형률을 정식화 하였다. 시편의 형상 및 노치의 첨도에 따른 

파단 변형률을 관찰하기 위해 환봉형, 판상형 노치재 (총 시편 

개수 49개)를 제작하여 인장 실험과 비선형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다. 수치해석 시 필요한 유동응력을 얻기 위해 평활재의 균

일 진응력 곡선을 도출하고 네킹 이후의 대변형률 구간에서 비

선형적인 진응력 선도를 고려하여 3차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평

균 진응력을 적용하였다. 모든 시편의 수치해석적 공칭응력-공

칭 변형률 곡선을 실험값과 비교함으로서 수치해석이 높은 신

뢰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치해석과 실험 결과를 비교

하여 파단 개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파단이 시작되는 공칭변

형률 지점에서 정수압 응력, von Mises 응력을 도출하여 평균 

응력 삼축비를 계산하였다. 파단 개시점에서의 등가 소성 변형

률을 파단 변형률로 정의하여 평균 응력 삼축비에 따른 파단 

변형률 곡선을 정식화 하고 정식화된 파단 변형률 곡선은 무차

원 임계 에너지 100% 수준과 가장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얻어진 파단 변형률 곡선을 재료의 파단 조건

으로서 ABAQUS/Explicit user subroutine VUSDFLD에 이식

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VUSDFLD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대부분의 노치재 시편에서 파단

의 개시점과 개시부가 비교적 근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일부 환봉형 시편과 매우 작은 노치 반지름을 갖는 판상

형 시편(노치 반지름 2mm 이하)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Bai and Wierzbicki (2004), Gao et al. (2009)의 

2024-T351 알루미늄, A710, DH36 강재의 3차원적 파단 변형률 

단면과 EH36 강재의 결과를 비교하여 재료마다 서로 다른 파

단 변형률 조건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은 전단, 압축 응력 영역의 실험적 수치

적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EH36 강재의 3차원

적 파단 변형률 단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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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및 현무암 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흡습에 의한 기계적 특성 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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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the absorption of the moisture in the composites causes the degradation of the strength. The absorption of the moisture 
damage the interface between reinforcement and matrix, and it cause the human traces and physical damage.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studied the mechanical properties change of carbon, basalt fiber reinforced composites material (CFRP, BFRP) by the moisture-absorption. After 

Specimen preparation was immersed in the moisture absorption device of 80 ℃ more than 100 days. And the coefficient of moisture was 
measured. In addition, after drying process, the humidity-absorbed specimen under 80 ℃ for 1 day, the recovery rate was measured. The 
mechanical property of the moisture-absorption composites and composites was compar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measurement 

moisture-absorption, the coefficient of moisture-absorption of CFRP was the lowest at approximately 3 %, BFRP was at 4 %. Because the 
interface coherence between the reinforcement and matrix of CFRP was stronger than BFRP.

1. 서    론

  거시 인 에서의 복합재료란 섞이지 않는 다  소재를 

조합하여 서로의 장 만을 취한 재료다. 한 섬유강화 라스

틱은 기본 으로 높은 비강도와 비강성의 기계  특성과 내식

성 등 우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우주항공 산업, 해양 산업, 자

동차 산업 등 반 인 모든 산업 분야에 용되고 있다[1].

 섬유 강화 라스틱에서 기계  성질의 열화는 장기간 부하  

뿐만 아니라 특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탄성계수, 정 강도  피로강도의 감소와 층 분리, 섬유와 

수지 계면 분리 등을 유발한다[2].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수분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기지재

로의 수분 확산이 진행되어지고, 수지를 가소화 시킨다. 이와 

동시에 기지재가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팽윤 현상

(Swelling)이 발생해 균열을 야기하고 내부응력 상태를 변화시

킨다.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은 수지의 3차원적 망상 구

조의 파괴를 유발하고 섬유와 실란부의 불완전한 계면을 파괴

시켜 물성의 저하를 야기한다[3] 섬유강화 플라스틱을 더욱 활

성화시키기 위하여 수분 환경과 같은 가혹 조건 하에서의 기

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암, 탄소 섬

유로 강화된 에폭시 수지 복합재료의 시험편을 제작하여 80℃

의 증류수 속에 시험편을 100일 이상 침지 시키고, Fick의 법

칙에 따라 시험편의 흡습율을 측정하여, 기계  특성 열화에 

해 규명했다. 추가로 흡습된 시험편과 침지 후 80℃에서 1일 

동안 건조시킨 시험편의 기계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

여 기계  물성에 한 회복율을 평가하 다.

2. 시험편 제작 및 실험 방법

2.1 시험편 제작

 탄소 섬유는 SK Chemical사의 평직으로 제직된 섬유를 사용

하 으며, 무암 섬유는 세코텍사의 평직으로 제직된 섬유를 

사용하 다. 정확한 비교를 해 섬유사의 직경이 같은 평직 

섬유를 사용하 다. 제조사에서 제시한 섬유의 물성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수지는 기계  안정성을 가지고 물성치가 우수

하며, 높은 계면 결합력을 가지는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시 수

지(KFR-121, Kukdo Chemical사)를 사용하 다. 제조사에서 제

시한 수지  경화제의 물성을 Table 2과 3에 표시하 다. 모

든 시험편은 진공을 이용하여 수지를 주입하여 기공형성율이 

고 얻어지는 물성값의 편차가 은 VARTM(Vacuum Assisted 

Resin Transter Molding)  공법을 이용하 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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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y of the carbon fiber and basalt fiber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GPa]

Density

[  ]

Elongation 

at Break 

[%]

Carbon
fiber

2500~5600 230~240 1.7 1.4~1.8

Basalt
fiber

3100~4840 85~95 2.8 3.15

Table 2 The property of epoxy resin

ITEM 

(Measured 

at 25℃)

Equivalent 

Weight

DIN EN 

ISO 3001

Density

DIN EN 

ISO 1675

Color

Viscosity

DIN EN 

ISO 2555

KFR-121 170~180 1.0~1.2 5 Max 700~1,100

 

Table 3 The property of hardener

ITEM

(Measured 

at 25℃)

Total Amine 

Value

KD-AS-201-

01

Density

DIN EN 

ISO 1675

Color

Viscosity

DIN EN 

ISO 2555

KFH-141 500~700 0.8~1.0 5 Max 5~50

2.2 시험 방법

 CFRP와 BFRP의 흡습에 따른 기계적 열화를 측정하기 위해 

인장 시험과 3점 굽힘 시험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경이 같은 탄소, 바잘트 섬유를 이용하였고, 각 

시험별로 7개씩의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측정된 결과값의 최고

와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시험편에 한 결과값의 평균

치를 취하 다. 제작된 모든 인장시험편  굽힘시험편은 흡습

기 속의 증류수에 충분히 침지시키고 80℃에서 100일 이상 유

지하면서 각각의 수분 흡수율에 따라 인장  3  굽힘 시험

을 실시하 다. 한 출한 시편을 80℃에서 1일간 건조 시킨 

후 인장  3  굽힘 시험을 실시하 다.  인장 시험은 ASTM 

D638의 조건 하에서 5.00mm/min 의 cross head speed로 시험하

다. 3  굽힘 시험은 ASTM D2344의 조건 하에서 

1.00mm/min의 cross head speed로 시험하 다. 수분 흡수율은 

종류별 각 10개씩의 모니터링 시험편을 이용하여 매일 측정하

고, 이 시험편을 표 시험편으로 흡습률 시 의 단근거로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 다. 시험에 용된 수분 흡수율은 다

음의 식 (1)으로 산출된 Fick의 확산 법칙을 따라 계산하 다.

  

 




 
×          (1)

3. 시험 결과 및 고찰

3.1 수분 흡수 거동

 시험 시작 후 10일 동안은 모든 시편에서 수분 흡수율이 

격하게 증가되었고, 10일 이후에는 완만한 그래 를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 침지시간이 CFRP는 100일 이상, BFRP

는 80일 이상이 되면서 각 시편의 수분 흡수율이 증가와 감소

가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흡습이 이루어지는 시험

편 내의 수분이 포화되어 더 이상 수분을 흡수 할 수 없는 상

태인 것으로 사료된다.  

 100일 간의 흡습율 거동을 분석한 결과 CFRP의 포화 수분 

흡수율은 3.07 %에 수렴하 고, BFRP의 포화 수분 흡수율은 

4.15 %에 수렴하여 CFRP의 포화 수분 흡수율이 BFRP에 비해 

1.08 %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소 섬유와 수지의 계면 

결합력이 무암 섬유와 수지의 계면 결합력 보다 우수하여 

수분 환경에서의 물 분자 침투가 비교  었던 것으로 단

된다. CFRP와 BFRP의 침지 시간별 수분 흡수율 거동은 Fig. 1

에서 나타내었다.

Fig. 1 The moisture absorption behavior according to  

immersion time

3.2 흡습에 의한 기계적 물성 열화

 흡습에 의한 기계  물성의 열화를 Fig. 2에서 나타내었다. 

반 으로 침지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장강도와 굽힘 강도가 감

소하 고, 특히 시험 시작 후 10일간에 기계  물성이 격하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격하게 증가한 복합재료 

내 수분이 섬유와 수지 간의 계면 착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시험 시작 100일 경과 후 인장강도의 감소는 CFRP

의 경우 38%, BFRP의 경우 40%로 나타났고, 굽힘강도의 감소

는 CFRP의 경우 54%, BFRP의 경우 46% 다. 한 CFRP의 

경우 포화 수분 흡수율에 도달한 80일의 인장강도 감소값이 

24%, 굽힘강도 감소값이 49%로 100일의 감소값 보다 낮게 나

타났다. 이는 포화 수분 흡수율 도달 후에도 복합재료 내의 수

분에 의한 계면 괴가 지속 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a) Tensile strength

(b) Short beam strength

Fig. 2 Change of Mechanical Properties by Moisture 

Absorption

3.3 건조에 의한 회복

 섬유강화 복합재료에서 침지 시간에 따른 흡습으로 인한 인

장  굽힘 강도의 감소는 건조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가

능하다. 그러나 침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분 흡수율이 증

가하게 되면 수지와 섬유간의 결합부 괴로 인한 구 손상

이 발생한다. 구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건조에 의한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수분 흡수로 인한 물성 하 메커니즘을 3

단계로 나 다는 가정 하에 설명할 수 있다. 가정한 각 Step은 

다음과 같다. 한 물성 하 메커니즘은 섬유강화 복합재료 흡

습 시 긴 사슬로 얽힌 네트워크 구조인 고분자 수지에 수분이 

확산에 의해 침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실란부와 강화재 사이

의 계면과 결합력에 향을 미쳐 물성을 하시킨다는 가정하

여 설정되었다. 

Step 1: 섬유강화 복합재료가 수분 환경에 노출되면 물 분자가 

수지부에 침투하여 물성을 하시킨다. 결합부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고 건조 시 물성을 부분 회복한다.

Step 2:  2단계는 물 분자가 수지와 섬유 계면 간에 침투하여 

팽윤 상(swelling)으로 계면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으로, 건

조 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Step 3: 장시간 흡습 시 미시  에서의 실란부와 강화재 

계면 사이 불균일한 계면으로의 침투로 인하여 재료의 팽윤

상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기계  결합력의 하를 일으킨다. 

계면의 손상이 발생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 구간이다.

 Fig. 3에서 건조에 의한 인장강도  굽힘 강도의 회복을 보

여 다. 모든 그래 에서 침지 후 20일을 경계로 회복율이 

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CFRP의 회복곡선과 흡습

곡선 간의 면 이 BFRP의 경우보다 넓어 회복이 가능한 가역

구간이 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Step 3에서 발생하

는 수분의 계면으로의 침투가 CFRP의 섬유와 기지재 간의 높

은 결합력으로 인해 방해된 것으로 사료된다.

(a) Tensile strength

(b) Short beam strength

Fig. 3 Recovery of Tensile Strength and Short Beam Strength 

by Drying at CFRP



(a) Tensile strength

(b) Short beam strength

Fig. 4 Recovery of Tensile Strength and Short Beam Strength 

by Drying at BFRP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 무암섬유와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

시를 사용하여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제작하 다. 이 게 제작

된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규격에 맞도록 시편을 제작하여 80℃

의 흡습기 속에 침지시켜 수분 흡수율의 변화와 인장강도  

굽힘강도 특성을 분석하 고, 한 침지 후 24시간동안 80℃의 

건조기 속에 건조시키는 건조 시험을 통해 건조 후 회복에 의

한 기계  물성 변화까지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복합재료에서 수분흡습에 의해 물 분자가 복합재료 내부로 

침투하면 팽윤 상과 수지의 3차원  망상구조의 괴가 일어

나고, 이로 인해 수지와 섬유간의 계면 결합력 약화와 계면분

리  괴가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의 수분 흡수율은 모든 섬

유에서 10일 까지는 격한 증가를 보 고, 그 이후에는 완만

한 증가를 보 다. 흡습률 거동을 분석해본 결과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수분 흡수율이 무암 섬유강화 복합재료와 유리

섬유강화 복합재료보다 1% 정도 낮은 측정값을 보 다. 이것

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수지, 섬유간의 계면결합력이 타 

섬유강화 복합재료보다 우수하여 물 분자의 침투가 비교  

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2) 고분자간의 결합력은 수분에 의한 열화 상에 있어 요하

다. 확산에 의한 수지의 팽윤이 모든 섬유에서 강도의 하를 

유도하 으나 수분 흡수율이 격하게 증가하는 10일 이 에

는 수분의 건조로 부분 기계  물성을 회복되었다. 20일 이

후에 CFRP의 경우 BFRP에 비해 회복이 가능한 가역 역의 

범 가 넓었는데, 이는 탄소섬유와 수지간의 강한 화학  결합

으로 계면결합력이 우수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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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stochastic models of material’s crack growth resistance for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friction stir 
welded (FSWed) Al7075-T651 alloy, especially based on reliability theory, and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atistical aspect on 
variability of crack growth resistance due to material’s property, namely FSWed weld meta (WM)l and base metal (BM). In this study, 

the material’s crack growth resistance was treated as a spatial stochastic process, which varies randomly on crack surface. Generally the 
study showd that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material’s crack growth resistance seems to follow well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And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crack growth resistance showed dependence on material’s property. 

1. 서    론 

피로균열전파 과정은 통상 결정론적인 현상으로 취급되어 왔

으나, 오늘날 일정진폭하중 혹은 일정응력확대계수 제어에 의한 

피로시험의 결과에 있어서도 그 피로균열전파 거동에는 상당한 

불규칙성 혹은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변동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균열길이가 

시간의 확률함수, 즉 하나의 확률과정으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Ditelvsen et al, 1986; Ortiz et al, 1988; Itagaki et al, 1990).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 등은 해양구조물용강재인 BS4360강에 

대한 응력확대계수제어 피로균열전파 시험을 통하여 임의의 상

관함수와 임의의 확률분포를 가지는 확률과정의 시뮬레이션을 

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또한 소수의 실험과 시뮬레이션에 의

한 균열전파의 확률분포함수의 추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Itagaki et al, 1990). 또한 피로균열전파율의 변동요인이라 생각

되는 재질의 공간적 변동을 확률과정으로서 취급하여 시험편 두

께가 피로균열전파저항의 불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

적계산과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고찰하고 해양구조물용 고장력

강인 BS4360강의 실험에 의한 검토를 통하여 소수의 시험편에 

의하여 균열전파의 추정이 가능함을 보였다(Kim et al, 1993). 

또한 SPV50 강재에 대한 신뢰성이론에 근거한 확률모델의 파라

메터의 통계적 추정을 수행하여 파라메터의 분포가  Weibull 분

포에 잘 따름을 검증하였다(Sohn et al, 2009). 

최근 마찰교반용접(Friction Stir Welding, FSW)은 경량 합금

을 접합하는 차세대 용접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피로균

열전파 거동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미세조직과 잔류응력의 영

향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피로균열전파 거동의 통계적 

불규칙성에 관한 신뢰성공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Kim et al, 2012). 따라서 마찰교반용접 부재의 손상허용설계 

및 예방정비의 관점에서 불확정성을 고려한 피로균열전파 거동

의 확률모델의 개발과 재질의 파라메터의 통계적 양상의 파악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자의 이전의 실험 데이터(Jeong et al, 

2013)를 활용하여 마찰교반용접 부재의 피로균열전파율의 변동

요인이라 생각되는 재질의 공간적 불규칙성을 하나의 확률과정

으로 취급한 확률모델을 고찰하고, 그 확률모델에 대한 재료의 

균열전파저항의 통계적 성질을 추정하여 마찰교반용접된 7075- 

T651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부재(WM)와 모재(BM)의 피로균열

전파율의 불규칙성을 신뢰성공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확률모델의 정식화 

일반적으로 실험실 데이터의 피로균열전파에 대한 확률모델

을 정식화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별하면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비선형 수학적 모델

(non-linear mathematical mdel)이고, 또 하나는 적합한 수학 모

델(suitable mathematical model), 즉 신뢰성 이론에 기초를 둔 

모델이다(Casciati et al., 2007). 

전자의 비선형 수학적 모델은 미분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Sobczyk K and Spencer, B.F., 1992). 즉, 피로균열전

파 모델의 확률변수화 방법의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a(N)은 주어진 응력 사이클 수에서의 균열 길이

를 나타내며, Q는 양의 함수, △K는 응력확대계수범위이

고, σ는 작용 응력 그리고 R은 응력비이다. 본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비선형의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험

적 피로균열전파식은 통상 다음의 형태로 확률변수화 할 

수 있다. 즉,



 
                       (2)

여기서, x(N)은 하나의 확률과정이다. 그러므로 균열 길

이 a(N) 또한 하나의 확률과정이 된다. 신뢰성 예측에 필

요한 균열 길이의 확률분포는 적절한 수치 알고리즘 혹은 

엄격한 가정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로균열전파에 대하여 제안된 모델은 간단

한 Paris 형태의 식에 의하여 확률변수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간단하게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식(2) 는 다음과 같이 된다.



 
                          (3)

여기서, C와 m은 재료 상수 이다. 식 (3)은 평균적 거동

을 나타내는 식이다. 즉, 변동이 적으면 평균과 분산은 거

의 일치한다. 양변에 Log 취하여 중앙치를 평가할 수 있

다.

한편, 후자의 방법은 일명 신뢰성 이론 모델로 피로균열

전파를 확률변수화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Ichikawa, M. and Nakamura, T., 1986). 즉 첫째

로, 파라메터치가 시험편간 변동하는 방법 둘째로, 파라메

터치가 동일 시험편 내에서만 변동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

로 파라메터치가 동일 시험편내에서 변동하고 동시에 시

험편간 에서도 변동을 취급하는 방법이다. 

다시 Paris식을 고려한다.  재료 상수 C를 다음과 같이 

모델화 한다.

 
  


                                  (4)

여기서 은 다른 시험편 간의 편차를 나타내는 양의 

확률변수이고, 는 각 시험편 내에서의 편차를 나타내는 

하나의 확률과정이다. 따라서 Paris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x는 균열선단에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하나의 시

험편에서 과 m이 고정 되었다고 하면, 각 시험편 내에

서의 피로균열전파율의 변동은 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5)식으로부터 재질의 공간적 변동을 하나의 확률과정으

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신뢰성 이론에 근거한 적합한 수

학모델, 즉 (5)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3. 확률모델 파라메터의 통계적 해석

일반적으로 전파지수 m은 역학적으로 결정되는 정수라는 설

도 있고, 무엇보다도 동일 재료에서 m 이 변동한다고 하는 것은 

재료정수   혹은 의 차원이 변동한다는 모순이 있다. 따라

서 전파지수 m과 전파계수   이 하나의 시험편내에서 동일하

다고 가정하면, 만이 균열길이에 대한 확률변수로 취급하여 

이 변동이 피로균열전파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식 (5)를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만일 일정응력확대계수범위제어 피로실험을 수행하면 하나의 

시험편에서 전파지수 m과 전파계수 가 일정하다고 하는 가

정하에, 전파율의 변동은 에 기인하는 것이 되며, 피로균열전

파율의 변동 대신에 의 변동을 고려하는 것이 재질의 공간적 

분포를 검토한다는 의미와 부합된다. 

이하에서는 를 피로균열전파에 대한 재료의 피로균열전파

저항계수(간단히, 균열전파저항계수)라 부른다. 

따라서 확률과정 의 특성은 아래 식과 같이 피로균열전파



율, 
의 역수를 조사하면 등가로 된다.

  


                                      (7)

여기서,  의 변동에 대해서는 정상 확률과정이며 또한 

엘고트성이라 가정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보에서는 이전의 마찰교반용접된 

Al7075-T651의 일정응력확대계수범위 제어 피로균열전파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유한 구간 Δa에 대한 균열선단에서의 

균열전파저항계수는 균열길이에 대하여 1차원적으로 간단히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여기서,   는  Δa에마다의 평균치가 아니고 연속인 함수

라고 가정하였다. 즉,   의 평균치는   의 평균치

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식 (8)의 양변에 기대치를 취하면 

아래와 같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9)    

  

그러나   의 분산은 반드시   의 분산과는 일치

하지 않는다. 저자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간 상관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Δa에 관계없이 분산이 일치함을 알았다(kim et 

al, 1993) 따라서 본보에서는 균열전파계수의 통계적 양상, 즉 

확률분포함수(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및 자기상관함

수(autocorrelation function)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해석에 사용된 실험 데이터

본 연구의 해석에 사용된 실험 데이터는 마찰교반용접된 

7075-T651 알루미늄 합금 접합부에 대하여, ASTM E647-93의 규

정에 의한 폭이 50mm 그리고 두께 5mm인 CT(compact 

specimen) 시험편에 대하여 일정 응력확대계수범위 제어 피로

시험하에서 수행된 이전의 실험 결과(Jeong and Kim, 2013)를 

이용하였다. 시험조건은 실험실의 대기중에서 응력반복속도 

10Hz, 응력비(R) 0.1의 정현파 인장-인장 일정응력확대계수범위

제어 방식의 하중반복시험을 통하여 모재(BM) 및 용접부재

(WM)에 대하여 3가지 응력확대계수범위에 대하여 각각 5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동일의 조건하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상세

한 실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참고문헌(Jeong & Kim, 2013)

을 참조하기 바란다.

5. 해석결과 및 고찰

5.1 균열전파저항계수의 통계적 양상

응력확대계수범위(ΔK)가 8.0MPa(m)1/2
일 때의 BM과 WM 시

험편에 대한 균열전파저항계수의 일례를 각각 Fig. 1 및 Fig. 2

에 나타낸다. 균열선단에서의 피로균열전파에 대한 재료의 피로

균열전파저항계수는 BM 및 WM 모두 확률적으로 변동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피로균열전파에 대한 평균적 균열전파저항계수

는 BM과 WM이 각각 6.59E3 및 1.14E5으로 WM의 경우가 BM

의 경우보다 균열전파저항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비교적 구동력이 낮은 경우에는 피로균열전파율이 모재보다 

용접부재의 경우가 매우 느리게 전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Kim등(Kim et al, 2008)의 마찰교반용접된 5083-H32에 대한 

실험 결과와도 비교적 잘 일치한다. 한편, Fig. 3 및 Fig. 4에 전

파저항계수의 잔차(ζ)에 대하여 각각 나타낸다. BM과 WM의 시

험편내에서 피로균열전파에 대한 재료의 균열전파저항계수는 

확률론적으로 변동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재질의 공간적 변동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신뢰성평가

를 행하는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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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Fig. 3 및 Fig.4의 시험편에 대한 자기상관함수를 계산

한 결과를 각각 Fig. 5 및 Fig. 6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BM과 WM 시험편에서 모두 그 자기상관함수에는 거의 차

이가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피로균열전파에 대한 균열

전파저항계수의 공간적 변동이 비교적 백색잡음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백색잡음 중에서도 협대역 제한 백색

잡음의 형태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한편, 응력확대계수범위(ΔK)

가 8.0MPa(m)
1/2
일 때의 BM과 WM 시험편에 대한 균열전파저

항계수를 구하여 Weibull 확률지에 나타낸 것이 Fig. 7이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피로균열전파저항계수는 WM과 BM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WM 시험편의 경우가 BM 시

험편보다 균열전파저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eibull 통계 해석적으로 재질의 공간적 변동에 의존해서 그 형

상 파라메터는 WM이 2.66, BM이 6.62를 나타냈다. 또한 그 척

도 파라메터는 BM이 7040 그리고 WM이 128180를 나타내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피로균열전파율의 변동 요인이라 생각되는 재

질의 공간적 변동을 하나의 확률과정으로 취급한 피로균열전파

의 확률모델에 대하여 고찰하고 마찰교반용접된 7075-T651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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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늄 합금의 피로균열전파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확률

모델의 파라메터 C2에 통계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균열전파저항

계수 C2는 백색잡음의 정상 확률과정이로 평가되며, 그 분포함

수는 Weibull 분포에 잘 따름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향후 확률론적 잔여수명 예측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고 사료된다. [참고문헌은 지면 관계상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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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tes of 5 mm thick of aluminum alloys 2024 T3 and 7075 T6 were joined in a butt joint by friction stir welding 

(FSW). UNSM technology was applied on the surface of friction stir welded Al 2024 T3—Al 7075 T6 with ceramic ball as pin head. 
The before and after UNSM treated residual stresses were measured through the surface of FSWed Al 2024 T3-Al 7075 T6 specimen 
using X-Ray diffraction in the vertical direction of the welding joint. Also, surface roughness and hardness were investigated. The 

stresses in the test specimen peaked at only +21.9 Mpa and had the conventional “M” profile with tensile stress peak in the heat 
affected zone of Al 2024 T3 outside the weld zone. In the residual stresses of the treated Al 2024 T3- Al 7075 T6, the original “M” 
shape profile had been replaced by a uniformly shaped profile and the average residual stresses is about -140Mpa. The tensile properties 

and micro-Vickers hardness were also measured, both the weakest data of the tensile properties and hardness was located at the heat 
affected zone of Al 2024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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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troduction

Friction stir welding is a revolutionary solid-state joining 

process which has seen remarkable growth in research, used 

for applications where the original metal characteristics must 

remain unchanged as far as possible. Furthermore, its 

applicability to aluminium alloys, in particular dissimilar 

alloys or those considered “unweldable” by conventional 

welding techniques, such as tungsten inert gas (TIG) welding, 

make it an attractive method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Typically, welded structure will be subjected to fatigue 
loading during service, its damage tolerance could be 
strongly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residual stresses. 
Generally, Closure phenomena are shown as a crack 
propagates in compressive residual stress state; as observed 
by Beghini et al., in fact, the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cts 
on the load necessary to open the crack tip, and reduce the 
effective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with consequent delay 
on the crack growth rate. On the contrary, positive residual 
stresses have a detrimental effect by producing acceleration 
of crack growth.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is a new mechanical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The nano-microstructure modification of 
surface layers can improve hardness and ductility of the 
work-piece simultaneously according to the Hall-Petch 
relationship. The process also improves surface 
roughness and induces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n 
surface layers, which will in turn increase fatigue 
resistance of work-piece.

2. Mathematical and Experimental methods 

2.1 Materials  

The materials used in the experiment are 5 mm thick Al 

2024 T3 and Al 7075. Friction stir welding parameters are 

reflected in table 1. The mechanical properties are listed in 

table 2.

Table 1. The friction stir welding parameters 

Table 2.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aterials and 

friction stir weld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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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Before 

UNSM(μm)
After UNSM(μm)

Al2024 0.209 0.049

Al7075 0.142 0.024

Al2024-Al7075 5.802 0.084

3. Results and Discussions

Surface roughness

As the table 3 shows the surface roughness results of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for the base 

materials, the surface roughness has minimized to 18% 

of before UNSM treatment. The surface of the weld 

zone was extremely rough due to the re-crystallization 

during the welding process, however, after UNSM 

treatment, the surface of weld zone has minimized from 

micrometer scale (5.802μm) to nano scale (84nm). The 

reduction of the vertical deviations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the wear behavior, mechanical 

properties and fatigue strength. 

Table 3. The surface roughness result before and after 

UNSM

 
Hardness

After the UNSM treatment of the FSWed alloys, the 

Vickers’s hardness of welded surface has been measured 

to compare with the original base materials. As figure 1 

reflected, compared with the Vickers’s hardness of base 

materials Al2024, 160Hv, the average hardness of Al 

2024 T3 is about 240Hv, which is about 50% higher 

than before treatment. As to Al 7075 T6, compared with 

the before UNSM, 180Hv, the average hardness is about 

260Hv, which is about 44% higher. The improvement of 

the hardness can be seen as the effect of the surface 

roughness changing from micrometer scale to nanometer 

scale.

 

Fig. 1. Vickers's hardness of welded surface after      

           UNSM treatment

Residual stress

The result of friction stir welded Al alloys is shown in 

Figure 2(a). The residual stress follows the typically 

distribution of FSWed alloys. The residual stresspeaks in 

the heat affected zone just outside the weld region on 

both sides of base materials giving an "M" shape.

Based on the fiugre 2(a) there is a tensile peak about 

+21.9 Mpa 5mm beside the center line of weld zone close 

to base material Al 2024, and a +4.4Mpa tensile residual 

stress 3mm beside the weld zone close to Al7075.

The result of FSWed Al alloys after UNSM is shown in 

figure 2(b). The original "M" shape profile in figure 2(a) 

has been replaced by a uniformly shaped profile. The 

point where had a +21.9Mpa, a -156.30Mpa of 

compressive residual stress has been detected. 

Furthermore, the average residual stress after UNSM is 

about -150Mpa. 

                             (a)

                              (b)

Fig. 2. Residual stress result (a) before UNSM (b) after  

         UNSM



4.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on friction stir welded Al 2024 T3 and 
Al 7075 T6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Vickers’s hardness and residual stresses, the 
conclusion can be drawn as follow:

(1) After the UNSM treatment, the surface roughness has 

improved form micrometer scale to nanometer scale, 

especially the improvement of the weld zone was significa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surface roughnes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fatigue 

life of the materials.

(2) The Vickers’s hardness results shows that after UNSM, 

the hardness increased on both side of the materials about 

50% benefited from the nanometer scale surface roughness.

(3) The residual stress before UNSM showed “M” profile 

and a peak of +24.9Mpa. However with the effects of 

UNSM, compressive residual stress was introduced into the 

surface of FSWed alloys. The residual stress after UNSM has 

a uniformly shaped profile and the average residual stress 

after UNSM is about -15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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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tes of 5 mm thick of aluminum alloys 2024 T3 and 7075 T6 were joined in a butt joint by friction stir welding 

(FSW). UNSM technology was applied on the surface of friction stir welded Al 2024 T3—Al 7075 T6 with tungsten carbon ball as 
pin head. The before and after UNSM treated residual stresses were measured through the surface of FSWed Al 2024 T3-Al 7075 T6 
specimen using X-Ray diffraction in the vertical direction of the welding joint. Also, surface roughness and hardness were investigated. 

The stresses in the test specimen peaked at only +21.9 Mpa and had the conventional “M” profile with tensile stress peak in the heat 
affected zone of Al 2024 T3 outside the weld zone. In the residual stresses of the treated Al 2024 T3- Al 7075 T6, the original “M” 
shape profile had been replaced by a uniformly shaped profile and the average residual stresses is about -170.35Mpa. The tensile 

properties was also measured, both the weakest data of the tensile properties and hardness was located at the heat affected zone of Al 
2024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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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7075 516.30 596.42 69.26 0.170

Al2024-Al

7075
311.46 439.61 67.94 0.083

1.Introduction

Friction stir welding is a revolutionary solid-state joining 

process which has seen remarkable growth in research, used 

for applications where the original metal characteristics must 

remain unchanged as far as possible. Furthermore, its 

applicability to aluminium alloys, in particular dissimilar 

alloys or those considered “unweldable” by conventional 

welding techniques, such as tungsten inert gas (TIG) welding, 

make it an attractive method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Typically, welded structure will be subjected to fatigue 
loading during service, its damage tolerance could be 
strongly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residual stresses. 
Generally, Closure phenomena are shown as a crack 
propagates in compressive residual stress state; as observed 
by Beghini et al., in fact, the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cts 
on the load necessary to open the crack tip, and reduce the 
effective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with consequent delay 
on the crack growth rate. On the contrary, positive residual 
stresses have a detrimental effect by producing acceleration 
of crack growth.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is a new mechanical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The nano-microstructure modification of 
surface layers can improve hardness and ductility of the 
work-piece simultaneously according to the Hall-Petch 
relationship. The process also improves surface 
roughness and induces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n 
surface layers, which will in turn increase fatigue 
resistance of work-piece.

2. Mathematical and Experimental methods 

2.1 Materials  

The materials used in the experiment are 5 mm thick Al 

2024 T3 and Al 7075. Friction stir welding parameters are 

reflected in table 1. The mechanical properties are listed in 

table 2.

Table 1. The friction stir welding parameters 

Table 2.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aterials and 

friction stir weld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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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Before 

UNSM(μm)
After UNSM(μm)

Al2024 0.209 0.306

Al7075 0.142 0.168

Al2024-Al7075 5.802 0.235

3. Results and Discussions

Microstructure

The Figure 1 shows the micro-structure of friction stir 

welded Al 2024 T3—Al 7075 T6: (a) Base material Al 

2024-T3; (b) Heat affected zone; (c) Base material Al 

7075-T6; (d) Weld zone. As Figure 1 (d) indicates, the 

weld zone, which is also called the dynamically 

re-crystallized zone, is a region of heavily deformed 

material that roughly corresponds to the location of the 

pin during welding. The grains within the stir zone are 

roughly equiaxed and an order of magnitude smaller 

than the grains in the parent material. This area is 

homogeneously distributed with the mixture of 

re-crystallized Al 2024 T3 and Al 7075 T6. As reported 

in other research, the grain size of the weld zone is 

only about 35% of the base material. As Figure 1 (b) 

shows, the heat affected zone is subjected to a thermal 

cycle but is not deformed during welding. The 

temperatures are lower than those in the weld zone but 

st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which causes the thermally 

unstable of the microstructure. In fact, in age-hardened 

aluminium alloys this region commonly exhibits the 

poorest mechanical properties which also explained the 

fracture at the heat affected zone in the tensile test. 

           (a)                      (b)

          (c)                       (d)

Fig.1. Microstructure of friction stir welded Al2024 and 

Al 7075 (a)Base material Al 2024 (b) heat affected zone 

(c) Base material Al 7075 (d) Weld zone

Surface roughness

As the table 3 shows the surface roughness results of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for the base 

materials, the surface roughness has minimized to 18% 

of before UNSM treatment. The surface of the weld 

zone was extremely rough due to the re-crystallization 

during the welding process, however, after UNSM 

treatment, the surface of weld zone has minimized from 

micrometer scale (5.802μm) to 0.235μm. The reduction of 

the vertical deviations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the wear behavior, mechanical properties and fatigue 

strength. 

Table 3. The surface roughness result before and after 

UNSM

Residual stress

The result of friction stir welded Al alloys is shown in 

Figure 2(a). The residual stress follows the typically 

distribution of FSWed alloys. The residual stresspeaks in 

the heat affected zone just outside the weld region on 

both sides of base materials giving an "M" shape.

Based on the fiugre 2(a) there is a tensile peak about 

+21.9 Mpa 5mm beside the center line of weld zone close 

to base material Al 2024, and a +4.4Mpa tensile residual 

stress 3mm beside the weld zone close to Al7075.

The result of FSWed Al alloys after UNSM is shown in 

figure 2(b). The original "M" shape profile in figure 2(a) 

has been replaced by a uniformly shaped profile. The 

point where had a +21.9Mpa, a -172.60Mpa of 

compressive residual stress has been detected. 

Furthermore, the average residual stress after UNSM is 

about -170.35Mpa. 

                             (a)



                         (b)

Fig. 2. Residual stress result (a) before UNSM (b) after  

         UNSM

4.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on friction stir welded Al 2024 T3 and 
Al 7075 T6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Vickers’s hardness and residual stresses, the 
conclusion can be drawn as follow:

(1) After the UNSM treatment, the surface roughness has 

improved form micrometer scale to nanometer scale, 

especially the improvement of the weld zone was significa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surface roughnes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fatigue 

life of the materials.

(2) The residual stress before UNSM showed “M” profile 

and a peak of +24.9Mpa. However with the effects of 

UNSM, compressive residual stress was introduced into the 

surface of FSWed alloys. The residual stress after UNSM has 

a uniformly shaped profile and the average residual stress 

after UNSM is about -170.35Mpa.

References 

W. Woo, H. Choo and etc., 2006, "Angular distortion and 

through-thickness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in the 

friction stir processed 6061-T6 aluminum alloy"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437 (2006) 64-69.

M. Prime, T. Herold, J. Baumann and etc., 2006, Acta 

materialia, 54 (2006) 4013-4021.

A. Cherif, Y. Pyoun and B. Scholtes, 2010, “Effects of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 on 

Residual Stress state and Fatigue Strength of AlSi 

304”ASM International, 19: 282-286.



Fatigue Behavior of API X-80 Steel for Drill Riser Joint
 

Jaeki Kwon*, Daho Jeong**, Youngsub Yoon**, Youngju Kim*, Namsub Woo*, Sangshik Kim**

 

          *Mineral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Daejeon, Korea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inju, Korea  

 

KEY WORDS: API X-80, riser joint, VIV, fatigue                                                                   

ABSTRACT: API X-80 steel is extensively used as a piping material in oil and gas industries with good combination of strength, 

toughness and resistance to H2S damage. Drill riser, for example, is a conduit providing a temporary extension of a subsea oil well to 
surface drilling facility and is in large part made of welded X-80 steel pipe. The riser system is subject to fatigue loading from wave 
and tidal motion, vortex induced vibration (VIV) and operating loads at low temperatures in corrosive environments. The reliability of 

drill riser system is extremely important and therefor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temperature and seawater, on 
fatigue crack propagation (FCP) behavior of X-80 steels, both BM (base metal) and WM (weld metal), need to be well understood. In 
this study, S-N fatigue and FCP tests were conducted on X-80 steel, including BM and WM, in air at 25 and -50

oC and an R ratio 

of 0.1. The fatigue behavior of X-80 steel at various testing conditions are discussed based on detailed optical micrographic and SEM 
fractographic observations. 

1.Introduction

 Early prior the exploitation of oil and gas energy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field in the current state of world 

economic development [1]. 

 Over the past two decades, drilling activities have 

progressively gone into deeper waters. These have presented 

a wide variety of challenges resulting from harsh 

environments and the complex mechanics and corrosive 

qua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are always detrimental to 

the process of oil and gas extraction [2]. Detrimental factors 

mainly come from the effect of the marine environment on 

oil drilling and production equipment, especially on the drill 

riser. 

Drill riser is a conduit that provides a temporary extension 

of a subsea oil well to a surface drilling facility. And 

consists of large amount of welded components. All the 

classification societies demand failure design guideline of 

this weld zone such as fatigue strength [3]. 

To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drill riser system, 

high strength steel grade is used. API X-80 steel is widely 

used in the transportation of oil and gas energy sources due 

to its high strength and excellent toughness [2]. Recently, 

some researchers have expounded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is steel [4–8]. However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temperature and 

seawater, on FCP behavior of API X-80 steels, both BM and 

WM need to be well understood. 

In the present study, both S-N fatigue and fatigue crack 

propagation behaviors of API X-80 steel considering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temperature and 

seawater, on FCP behavior of API X-80 steels, both BM and 

WM were investigated. 

The S-N fatigue along L and T direction, and at an R ratio 

of -1 and the FCP tests along L-T and T-L orientations at R 

ratios of 0.1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atigue behavior 

according to the crack growth orientation. Fatigue crack 

paths and fracture surfaces of FCP tested specimens were 

documented by using an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o identify the FCP mechanism on API X-80 

steels at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 The fracture 

surfaces of FCP tested specimens were observed by using an 

SEM to understand the fatigue behavior. Based on the 

detailed optical and fractographic analyses, the fatigue 

behaviors of X-80 steels at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 

were discussed. 

2. Experimental Procedures

   

The API X-80 pipeline steel used for this studies was an 

average outside diameter of 530mm and an average wall 

thickness of 22.23 mm. Small blocks (190 x 220 mm) 

including and WM, were cut from the pipe to identify the 

effect of environment on S-N fatigue and FCP behaviors of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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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wt.%) of API X-80 steel used 

in this study. 

C Si Mn Mo Ni Nb Fe

0.04
~0.07

0.20
1.0

~1.8
<0.5 0.20 <0.06 Bal.

For the micrographic observation, specimen was polished 

and etched by using a 2% nital solution for 5~15 seconds. 

Figure 1 shows optical and high-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of API X-80 specimen. The microstructure is 

composed of acicular ferrite, polygonal ferrite, bainite, and 

many small precipitates dispersed in the matrix. 

Considerable amount of small martensite-austenite (MA) and 

pearlitic islands are also observed. The pockets of 

high-carbon austenite, which remain when most of the steel 

has been transformed, have lower transformation 

temperature, and part of the remaining austenite then 

transforms to martensite and the rest is retained as austenite 

forming MA islands [9]. 

Fig. 1  Optical and high-magnification SEM micrographs of 

API X-80 specimen. 

Metallographs of district regions in as-welded API X-80 

steel is shown in figure 2. As shown in figure 2, (a) 

cross-section view, (b) BM, (c) fusion line (FL), (d) heat 

affected zone (HAZ) and (e) WM are marked in the 

macrographs. 

(a)

   

               (b)                       ©

   

               (d)                       (e)

Fig. 2  Cross-section view and microstructures of the API 

X-80 weld.  

Table 2 shows the tensile properties of API X-80 steel and 

their weld metals tested in the L-T and T-L orientation at 

25 and -50
oC. It revealed that the yield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L-T specimen were slight lower than that of the 

T-L specimen. The tensile properties of the present steel 

specimens are summarized in Tables 2. 

Table 1  Tensile properties of API X-80 steel used in this 

study. 

Test temp. Locat. YS (MPa) UTS (MPa) Elon (%)

25
oC

BM 675 771 24.4

WM 594 684 14.7

-50oC
BM 589 766 29.4

WM 609 741 22.7

The compact tension (CT) specimens with L (longitudinal)-T 

(transverse) and T-L orientations for FCP tests and the 

smooth bar specimens with L orientation for S-N fatigue 

tests were prepared from each plate. Figure 3 shows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a) CT specimen and (b) smooth bar 

specimen used in this study. The FCP tests were carried out 

in laboratory air with a relative humidity ranging from 45 

to 55% at room temperature and at an R ratio of 0.1, with 

a sinusoidal frequency of 10 Hz in accordance with ASTM 



E647 [10] using a servo-hydraulic testing machine (Model: 

Instron8516) at 25 and -50oC. 

A fatigue crack length was automatically measured by using 

a DCPD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method at an 

applied current of 10A [10]. The fatigue precracking was 

conducted at a constant △K of 15 MPa√m to an a/w of 

0.25. One side of each CT specimen was polished and 

etched prior to FCP test in order to document fatigue crack 

path by using a SEM. The fracture surfaces of fatigue tested 

specimens were also observed by an SEM. The da/dN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 polynomial method as 

recommended by ASTM E647. The S-N fatigue tests were 

conducted at a stress ratio of -1 in bending loading 

condition using a rotary bending testing machine at 25 and 

-50
oC. Each smooth bar specimen for S-N fatigue test was 

polished up to #2000 emery paper and mechanical gripping 

was utilized for the test. The run-out fatigue specimens 

were defined as those not failed up to 10
7 cycles [11]. The 

fatigue behavior of API X-80 steel at various testing 

conditions are discussed based on detailed optical 

micrographic and SEM fractographic observations. 

(a) 

(b) 

Fig. 3  Schematic illustrations of (a) CT specimen for FCP 

test and (b) smooth bar specimen for bending S-N 

fatigue test. All the units are mm. 

4. Results and Discussions

Figure 4 shows the fatigue growth rates (da/dN) of the API 

X-80 steel tested in the L-T and T-L orientations as a function 

of the stress , factor ranges (△K) at a load ratio of 0.1. In the 

near-threshold region,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L 

specimen was slight lower than that of the L-T specimen. The 

fatigue threshold values (△K) of the L-T and T-L specimens 

were 9.3 and 5.92 MPa√m, respectively. It is considered that 

the anisotropy of fatigue crack growth rates between the L-T 

and T-L orientations in pipeline steels is due to 

micorstructural heterogeneity and slip system heterogeneity, 

which is induced during pipeline production.  However, 

shows the fatigue growth rates (da/dN) of L-T specimen at 

stage II (intermediate △K regime showing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log(da/dN) and log(△K)) was similar to 

that of the T-L specimen. It is indicated that the primary 

factor affecting intrinsic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the 

near-threshold regime is the mechanical and metallurgical 

properties of these steels.     

Fig. 4  da/dN-△K curves for API X-80 specimens at an R 

ratio of 0.1 along L-T and T-L orientation. 

Generally, large parts of drill riser joint, is made of welded 

steel pipe.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ositi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hardness, 

and fatigue properties exist between WM and BM [12]. 

Figure 5 shows the fatigue growth rates (da/dN) of the BM 

and WM in L-T orientation at 25
oC and a stress ratio of 0.1. 

The fatigue threshold values (△K) of the BM and WM 

specimens are 9.3 and 9.92 MPa√m, respectively.. 

Kim Y.K. et al. have proposed that the crack propagated 

within HAZ and the weld metal parallel to the weld line, 

FCP rate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BM in 

the entire ΔK region [13]. After allowing for crack closure, 

however, the FCP data of all the welded specimens became 

similar and agreed with those of the base metal [12]. 

Experiment results show also similar trend with the reports. 



Fig. 5  da/dN-△K curves for BM and WM of specimens at 

an R ratio of 0.1 along L-T orientation.

 

Figure 6 shows the S-N fatigue curves for API X-80 specimen 

at an R ratio of -1 and along L and T direction. The fatigue 

strength was, for example, 900 MPa for the T direction while 

it was 800 MPa for the L direction. L and T direction 

specimens showed almost similar fatigue resistances to S-N 

fatigue despite micorstructural heterogeneity and slip system 

heterogeneity, which is induced during pipeline production. 

Figure 7 shows the S-N fatigue curves for API X-80 

specimen including BM and WM at an R ratio of -1 and 

along T direction. The fatigue strength of the BM and WM 

specimens were 900 and 750 MPa, respectively. 

Total fatigue life of S-N fatigue consists of the cycles for 

fatigue crack initiation (Ninit) and the cycles for fatigue crack 

propagation (Nprop) to final failure [14]. 

Welding defects such as pore, micro-crack and inclusion were 

the main factors on decreasing the fatigue properties of 

welded joints. The welding defects affecting Nin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S-N fatigue strength and total 

cycles to failure [15]. The overall contribution of Ninit on total 

cycles to failure is more significant at low stress range [15]. 

Fig. 6  S-N fatigue curves of L and T direction specimens at 

an R ratio of -1. 

Fig. 7  S-N fatigue curves of BM and WM specimens at an 

R ratio of -1. 

The change in fatigue crack growth rate with a reduction in 

temperature was contradictory, with a decrease [16-19], and 

increase [20], or constancy [21] noted. Factors affecting 

fatigue crack growth mechanisms at low temperatures show 

the several reasons following characteristics: 

· Reduced environmental effect on FCP 

· Enhanced crack closure effect on FCP 

· Intrinsic temperature effect on FCP 

Figure 8 shows the da/dN-ΔK curves for API X-80 steel BM 

in air at 25 and -50
oC and an R ratio of 0.1. The ΔKth 

values at 25
oC smaller than those at -50oC. And, the fatigue 

threshold values (△K) of the 25 and -50oC specimens were 

9.5 and 14.8 MPa√m, respectively.

Fig. 8 da/dN-△K curves for BM specimens at 25 and -50oC. 

To understand the FCP behaviors of API X-80 steels at 

different temperature, the fracture surfaces of FCP tested 

specimens were characterized by using an SEM. 

Figures 9 and 10 show the SEM fractographs of low (Figure 

9) and intermediate ΔK regime (figure 10) specimen tested 

at an R ratio of 0.1 along L-T orientation and documented 



at 25 and -50oC. For all the specimens in low ΔK regime, 

the transgranular facets are relatively large and flat. With 

increasing ΔK, the size of transgranular facets decreased and 

the fracture surface roughness increased as the FCP 

mechanism changed. SEM fractographs are similar for each 

specimen as shown in Figures 9 and 10 despite specimen 

tested at different temperature.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e FCP behaviors 

controlled predominantly by slip deformation mechanism at 

low temperature. 

Figure 11 shows the da/dN-ΔK curves for WM in air at 25 

and -50
oC and an R ratio of 0.1. WM FCP behaviors show 

also similar trend with the BM FCP behaviors at 25 and 

-50
oC. The fatigue threshold values (△K) at 25 and - 50oC 

are 9.9 and 15 MPa√m, respectively. 

    

              (a)                            (b)

Fig. 9 SEM fractographs of low △K regime specimen 

fatigued at (a) 25 and (b) -50
oC, respectively. 

    

              (a)                            (b)

Fig. 10 SEM fractographs of intermediate △K regime 

specimen fatigued at (a) 25 and (b) -50
oC, 

respectively. 

Fig. 11 SEM fractographs of intermediate △K regime 

specimen fatigued at (a) 25 and (b) -50
oC, 

respectively. 

5. Conclusions  

 

FCP behaviors of API X-80 steel at room and low 

temperature were investigat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Compared to the FCP resistance of L-T and T-L 

specimen, the present L-T specimen showed better resistance 

to FCP particularly in the near-threshold regime.  

(2) At -50
oC, X80 steel showed lower FCP rates in the 

entire ΔK regime compared to those at room temperature, 

possibly due to the restrained slip deformation at low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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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esel engine of the merchant ship has been operated in severe environment more and more because temperature 
of the exhaust gas of a combustion chamber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with increasing of using the heavy oil of low quality as the 
oil price is significantly being jumped for recent some years. As a result the degree of wear and corrosion of all parts concerned with 
combustion chamber  is more particularly serious compared to the other parts of the engine. Thus, an optimum weldment for these 
parts is very important to prolong its lifetime in a economical point of view. In this study, four types of filler metals were welded 
with GTAW on cast steel which would generally use with piston crown material, and corrosion properties of weld metal, heat affected 
zone and base metal were investigated using electrochemical methods such as measurement of corrosion potential, anodic polarization 
curves, cyclic voltammogram and impedance etc. in 35% H2SO4 solution. In all cases, weld metal and base metal zones exhibited the 
best and worst corrosion resistance respectively, and the weld metal welded with filler metals of inconel 625 revealed the best 
corrosion resistance among the filler metals, and inconel 718 followed inconel 625. Hardness relatively indicated higher value in the 
weld metal compared to heat affected zone and base metal, in particular, inconel 718 indicated the highest value of hardness 
compared to other filler metals. 

1. 서    론 

  세계적인 유가의 상승으로 연료비가 앙등함에 따라  

C 중유를 사용하는 대형 선박 디젤기관 연료는 더욱 

저질화 되어 연료자체의 비중은 물론 불순물의 함량 

또한 증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운전하는 

디젤기관의 경우 저질 중유의 사용으로 인한 실린더라

이너와 피스톤 크라운의 링 홈의 마멸 증대 및 중유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바나듐(V)과 유황(S)에 의한 고온

부식과 저온부식 등[1]으로 인해 실린더 헤드의 소손과 

균열 발생 등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실린더 

헤드, 피스톤 크라운의 폭발면은 신조나 보수용접을 

하여 사용함으로써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한편 디젤 기관의 주요부품인 피스톤은 통

상 단강 또는 주강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선박의 기관과 관련된 강구조물의 신

규 제작이나 사용 도중 보수를 위해 용접을 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구조물의 용접부에 대한 기계적 특성
[2]-[3]과 부식[5]-[6]등에 관한 연구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상기한 부품들의 수명연장을 위해 용접을 하고 

있지만, 이들 용접부위에 따른 모재, 용접열영향부 및 

용접금속의 기계적 성질과 내식성 비교 평가 등에 대

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

스톤 크라운을 주강으로 제작한 경우, 실제 주강의 한 

부분을 모재로 하고 여기에 몇 종류의 용접재료로 

GTAW(Gas Tungsten Arc Welding)을 하였을 때 용접

재료의 종류에 따른 모재와 용접금속의 내식성 비교 

평가를 전기화학적인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따라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서 본 연구의 결과는 피스톤 주강제품을 용접재료의 

종류에 따른 GTAW 용접을 하였을 경우 용접재료의 

종류에 따라 용접금속에 대한 내식성의 차이와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용접재료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된

다.

2. 시험편 제작 및 실험 방법

  가혹한 조건에서 작동되고 있는 주강용 피스톤 재료

는 크롬-몰리브덴 저합금 내열강을 많이 사용하고 있

다. 그리고 본 실험에 사용된 용접재료의 종류는 

W1(1.25Cr-0.5Mo), W2(0.5Mo), W6(inconel625) 및 

W7(Inconel718)이며, 직경 20mm와 깊이 3.5mm의 홈을 

GTAW을 하였다. 이를 직사각형(가로x세로x두께: 

70mmx20mmx10mm)으로 기계 가공한 후 돌출된 용접

금속을 모재와 평활하게 선반 가공하였다. 이러한 시

험편을 에칭(etching)하여 용접금속(WM: Weld Metal)과 

열영향부(HAZ: Heat Affected Zone) 및 모재(BM: Base 

Metal)로 구분하고, 사포 100번에서 2000번까지 연마한 

후 각 부위의 노출면적 1㎠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실리

콘 수지로 절연 시켰으며,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고 동

선을 연결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용액은 35% 

황산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방법은 부식전위 변화

와 양극 분극곡선의 측정과 부식전류밀도를 측정하였

다. 그리고 사이클릭 선도변화와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표면의 경도와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으로 15사이클 후

의 부식된 표면을 관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측정 장

치는 Won. A. Tech사가 수입 판매하는 CMS-100 프로

그램이며, 기준전극은 SCE전극, 대극은 백금을 사용하

였고 주사속도는 1㎷/s, 그리고 delay time은 1800초로 

하였다. 단, 사이클릭 선도변화 측정은 ＋1.5V ~ －

0.5V 영역에서 30㎷/s의 주사속도로 하였으며, 부식된 

표면사진은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Sometech사, Model: 

SV35)으로 100배 배율로 관찰하였다. 에칭(etching)한 

시험편의 표면을 용접금속 중심부와 모재의 경도를 각

각 7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은 4종류의 용접재료를 사용하여 용접한 후에 각 용접

금속부에 대해서 35% 황산용액에서 측정한 양극분극곡선이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W1과 W5용접재료를 사용한 경우 

양극분극 곡선에서는 활성태 피크전류가 나타났으며 그리고 

부동태 전류밀도가 뚜렷하게 관찰 되었다. 그러나 W6과 W7

의 용접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용접금속은 활성태 피크전류가 

나나지 않았으며 부동태 영역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부동태 

전류밀도 역시 W6와 W7의 용접재료의 경우가 적은 값을 나

타 내었다.  W6와 W7은 용접재료가 각각 인코넬 625 및 718

로써 W1과 W5에 비해서 다량의 크롬, 몰리브덴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W1과 W5가 함유하고 있지 않은 소량의 구리, 

알루미늄, 티탄 및 니오븀과 탄탈륨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성분들이 용접금속부의 내식성을 증대시키는 것으

로 생각된다.

Fig. 1 Comparison of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weld 

metal zones in the case of welded with various filler 

metals in 35% H2SO4 solution

4. 결론

지금까지 주강용 피스톤 금속재료를 모재부로 하여 4종류의 

용접재료로 용접한 후에 이들 용접금속에 대해서 분극특성을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인코넬 625 와 인코넬 718의 용접재료로 용접한 경우의 

용접금속부의 내식성이 1.25Cr-0.5Mo 및  0.5Mo 용접재료로  

용접한 용접금속부에 비해서 내식성이 현저하게 좋은 실험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용접금속부가 모재 및 열영

향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내식성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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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life of sacrificial anode has been increasingly shortened more than the designed life, which 
is suggested that it is resulted from the self corrosion of anode due to contamination of sea water, or from decreasing of electric 
efficiency by virtue of  impurities involved in the anode. Thus,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steel structures, it is necessary to use 
the anode of high performance. However ,it  may be generally taken long time to evaluate of anode performance. In this study, six 
types of anodes were investigated using electrochemical methods such as measurement corrosion potential, anodic polarization curve, 
cyclic voltammogram curve, impedance, galvanostat and potentiostat. It appeared that polarization behaviors such as anodic polarization 
curve, cyclic voltammogram curve, impedance may be difficul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node, and the property of anode could 
be apparently estimated by using galvanostat and potentiosta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performance of sacrificial anode can 
be effectively evaluated by using electrochemical method, not taking long time for its performance evaluation..in economical point of 
view. 

1. 서    론 

최근 들어 해양환경의 오염증대에 따라 항만구조물은 심한 

부식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들 항만 구조물들은  부식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인 방식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예를 들면, 주

변 환경의 조건에 따라 전기방식, 피복방식 및 방식도장 등

에 의한 경제적인 방식대책이 설계, 시공되어야 하며 또한  

효과적인 방식을 위하여 적절한 유지관리가 선행되어야 한

다. 그리고 해안의 육상 강구조물 등은 주로 도장방식을 그

리고 부두의 강파일의 경우 비말대 상부에는 피복방식을 그

리고 수중부에는 전기방식을 하게 된다. 전기방식에는 외부

전원법과 유전양극법이 있으나 외부전원법의 경우 과방식의 

위험이 상존하고 해풍에 의한 정류기의 고장빈도가 크서 최

근에는 유전양극법이 상용화 되고 있다. 한편 유전양극법에 

사용되는 희생양극은 알류미늄, 아연 및 마그내슘이 있다. 

알류미늄은 발생전기량이 크나 소모율이 크서 주로 부두의 

강파일에 사용되며 아연양극은 발생전기량은 적어나 소모율

이 적이 선체외판이나 열교환기 등에 주로 사용된다. 그리

고 마그네슘은 지중의 매설관 등의 방식에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들 희생양극은 전류효율이 9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전류효율 저하에 따른 예상수명의 단

축에 의해서 효과적인 방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연 희생양극의 성능을 상대적으로 쉽게 평가

하기 위해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연 희생양극을 짧은 기간에 상대적인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시험편 제작 및 실험 방법

시중의 희생양극 제작 전문업체로 부터 6 종류의 아연 희

생 양극을 구입하여 먼저 각각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이들 시험편을 가로 5cm, 세로 3cm 두께 1cm로 절단한 

후에 표면을 샌드페이퍼 100번에서 2000번 까지 연만 한 후 

각 부위의 노출면적 1㎠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실리콘 수지로 

절연 시켰으며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고 동선을 연결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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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용액은 천연 해수용액을 사용하였으

며 측정 방법은 부식전위 변화와 양극 분극곡선의 측정 그리

고 정전위, 정정전류 사이클릭 및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그

리고 분극곡선 측정 후의 부식된 표면을 관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측정장치는 Won. A. Tech사가 수입 판매하는 

CMS-100 프로그램이며 기준전극은 SCE전극, 대극은 백금을 

사용하였고 주사속도는 1㎷/s, 그리고 delay time은 1800초로 

하였다. 단 사이클릭 선도변화 측정은 +1.5V ~ -0.5V 영역에

서 30㎷/s의 주사속도로 하였으며 부식된 표면사진은 멀티미

디어 영상현미경(Sometech사, Model: SV35)으로 100배 배율

로 관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 Variation of anodic polarization curves for various Zn 

sacrificial anodes in seawater solution

 

 Fig. 1은 6 종류의 아연 희생양극을 해수용액에서 측정한 양

극분극곡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희생양극의 종류에 관계없이 분극곡선의 형태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극분극곡선으

로 아연양극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Fig. 2는 10mA/cm
2의 앙극전류밀도를 공급한 경우 각각의 

희생양극의 분극전위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철분함량이 가장

적은 경우가 분극전위가 가장 비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철분함량이 많을수록 분극전위는 귀한 경향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철분의 산화반응에 의한 

산화막이 저항분극으로 작용하여 분극전위가 귀한 값을 나타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2 Variation of  polarization potentials in the case of 

constant anodic current density at 10mA/cm2 in 

seawater solution

4. 결론

지금까지 6종류의 아연 희생양극을 샘플로 하여 분극특성을 

비교고찰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양극분극곡선 등의 분극거동의 측정에 의해서 희생양극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2. 정전류 혹은 정전위에 의한 평가가 상대적인 성능평가를 

위해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희생양극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극곡선 등의 분극특성을 평가하기 보

다는 정전류 혹은 정전위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문경만,김기준,이명훈 (1995). 강관구조물의 방식대책에 관한 연

구,  해양수산부, pp. 379.

전대희 (1985). 부식과 방식의 관리, 一中, pp 393-409.

Baeckmman, W.V. Schwenk, W. and Prinz, W. (1997). 

Handbook of Cathodic Corrosion Protection, Gulf 

Publishing, pp 367-389.

Boening, D. (1976). "Offshore Cathodic Protection 

Experience and Economic Reassessment", Paper 2702, 

presented at the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Houston, TX, May.

Compton, K.G. (1961). "Factor Involved in Corrosion of 

Lead Cable Sheath", CORROSION, Vol 17, pp 115-118.

Gartland, P.O., Bardel, E. Andresen, R.E. and Johnson, R. 

(1984). "Effect of Flow on the Cathodic Protection of a 

Steel Cylinder in Sea Water", CORROSION, Vol 40, No 

3, pp 127-133.

Hartt, W.H. and Lemieux, E. (1999). "A Principle 

Determination in Cathodic Protection Design of 

Offshore Structures", Corrosion 99, Paper No. 627.

Morgan,J. H. (1987). Cathodic Protection, 2nd edition 

NACE, pp 257-360.



몰타르 시험편 내부철근의 분극특성에 미치는 피복두께와 
재령 년수

 

박동현*
․원종필*

․박천*
․김기범*

․김용구*
․김윤해*

․이명훈**
․문경만*

․김진경***
․

  

*한국해양대학교 조선기자재공학부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 공학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연구처

Passing Years and Cover Thickness to the Polarization  
Chaeacteristics of the Inner Steel Bar of Mortar Specimen 

Dong-Hyun Park*, Jong-Pil Won*, Chun-Park*, Gi-Byum Kim*, Yong-Gu Kim*, Yun-Hae Kim*, 

Myeong-Hoon Lee
**
, Kyung-Man Moon

*
, and Jin-Gyeong Kim

***

*Dept. of Marine Equipmentl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 Pusan, Korea
**Dept. of Marine System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 Pusan,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Pusan, Korea 

KEY WORDS: Mortar specimen 몰타르 시험편, Corrosion potential 부식 , Impedance 임피던스, Thickness 피복두께, W/C 

물 시멘트비

ABSTRACT: The Structures of reinforced concrete has been increased with rapid development of industrial society. Futhermore these reinforced 

concretes are easy exposed to severely corrosive environments such as sea water, contaminated water, acid rain and seashore etc.. Thus corrosion 
problem of inner steel bar embeded in concrete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safety and economical point. of view. In this study, one multi 
type of reinforced mortar specimen was producted with various cover thickness, that is, from 2cm to 12cm with W/C(0.4), and this specimen 

was immerged in seawater for 5 years. The effect of cover thickness and passing years to polarization characteristics of inner steel bar was 
investigated using lectrochemical methods such as corrosion potential, anodic polarization curves, and impedance, Corrosion potential shifted to 
negative direction with decreasing of cover thickness after 0 year, on the contrary, after 5 years, corrosion potential represented nobler value 

with decreasing cover thickness And the value of impedance also increased with decreasing cover thickness after immerged in seawater for 5 
years. 

1. 서    론 

최근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의 사용 빈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들은 가혹한 부식 환경인 해안 또

는 해수 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구조물의 내

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의 부식 문제

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하천의 모래 고

갈로 인한 해사 사용의 증대와 해양 분위기에서 해수의 침입

으로 염소이온에 의한 철근의 부식은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방식법이 적

용되고 있다[3]-[6]. 따라서 이러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특성에 미치는 피복두께와 W/C(물, 시멘트 비)에 대한 연구

가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기의 실험을 위하여 실

험실에서 소형의 시험편을 실험조건에 따라 다량의 개수를 

제작 하였으므로 각각의 시험편의 제작조건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획일적인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 도출이 용이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는 어려움이 상

존해 왔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

체시험편(6개의 철근을 하나의 거푸집에 장착)을 제작하게 되

었다. 즉 거푸집에 들어가는 물, 모래 및 시멘트를 균등하게 

배함된 몰탈을 동일 조건에서 타설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시험편의 상부해수 수조에 해수를 채우고 5년간 방치

한 후에 침지초기와 침지 5년 후의 내부철근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피복두께와 침지년수의 영향을 전기화학적인 방법으

로 비교 고찰하였다.

따라서 복합체 철근몰탈 시험편을 이용하여 장기간 해수에 

노출되었을 경우 내부철근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피복두께의 

영향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고찰한 본 실험결과는 향후 가

혹한 부식환경 하에 사용되어 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와 제작 및 유지관리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리라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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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편 제작 및 실험 방법
2.1 시험편 제작

두께 1cm의 나무판자로 가로 37cm, 세로 20cm, 높이 17cm

의 거푸집을 제작하고 거푸집의 가로 양측면에 대각선 방향

으로 위로 부터 2cm, 4cm, 6cm, 8cm, 10cm 및 12cm의 위치

에 직경 1.5cm의 구멍(구멍 간격: 5cm)을 내었다. 그리고 직경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mold for multiple mortor test 

specimen

Table 1 The Chemical properties of ordinary portland cement

Item
Chemical Composition Ignition

Loss 
(ig.loss)

Insoluble 
ResidueSiO2 Al2O3 Fe2O3 CaO MgO SO3

Ordin
ary 

Portla
nd 

Ceme
nt

21.0 ~ 
22.5

4.5
~

6.0

2.5
~

3.5

36.5
~

66.0

0.9
~

3.3

1.0
~

2.0

0.5
~

1.3

0.2
~

0.9

1cm, 길이 26cm의 원형 철근(KSD 3504)의 중앙 표면에 샌드

페이퍼 #200에서 #2000번 까지 연마하고 아세톤 탈지 후 

1cm만 남기고 나머지는 실리콘 수지로 절연 시켰다.

타설 전 상기한 철근을 거푸집의 구멍을 통하여 삽입설치

하고 1cm
2의 표면적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고정 시켰다(Fig.1 

참조).  그리고 몰탈의 모래:시멘트 비는 2:1이며 물, 시멘트 

비 즉 W/C는 0.4, 하여 배합하여 타설하였다..

사용된 시멘트는 국내 S사의 제 1종 포트랜트 시멘트를 사

용하였으며 시멘트의 화학조성은 Table 1과 같다.

그리고 사용된 골재는 건재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래를 

수도수에 24시간 침지 시킨 후 충분히 세척하여 직경 1mm의 

필터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 시킨 후 사용하였다. 몰탈을 

타설하고 20시간 후에 가로 33cm, 세로 12cm, 높이 10cm의 

해수 수조를 거푸집 몰탈의 상부에 설치 압착하여 고정한 후 

건조시켰다. 타설 5일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10일 후 상부에 

설치된 수조의 해수누수를 막기 위하여 실리콘으로 실링 하

였다. 타설 12일 후에 수조에 해수를 채우고 침지 20일 및 침

지 5년 후에 부식전위 등을 각각 측정 비교 고찰 하였다.

 2.2실험 방법

시험편을  타설 제작한 후에 수조에 해수를 채운 후 20일

경과(침지초기)와 침지 5년후에 완성된 복합체시험편의 옆으

로 돌출된 철근에 컴퓨터 연결 집게용 동선을 연결시킨 후 

피복두께 2cm, 4cm, 6cm, 8cm, 10cm, 12cm 별로 실험을 실

시하였다. 부식전위와 임피던스 등의 측정 시에 사용된 기준

전극은 SCE전극이며 대극은 백금전극을 사용하였고 실험 장

치는 Won A Tech 사에서 구입한 CMS-100 프로그램이며 실

험장치의 개략도는 Fig. 2와같다.

Fig. 2 Experimental apparatus for measuring of corrosion 

potential and impedance etc.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 Variation of corrosion potentials of various cover 
thickness  after immersed for 5 years in seawater 
solution

 

Fig. 1은 시험편의 상부수조에 해수를 채우고 5년 후 즉 시험

편을 해수에 노출시켜 5년이 경과한 후의 각 피복두께에서의 

내부철근의 부식전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피복두께가 가장 얇은 6cm의 경우 부식전위가 가장 

귀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복 두께가 가장 두꺼운 12cm의 

경우 부식전위는 오히려 가장 비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

적으로 피복두께가 두꺼울수록 내부철근의 내식성이 나빠지

는 경향을 정성적으로 알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침지 초기와 재령 5년후의 피복두께에 따른 내부철

근의 분극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1. 침지초기에는 피복두께가 적을수록 부식전위는 비한 값을 

나타 내었으나 침지 5년 후에는 피복두께가 적을수록 오히려 

부식전위는 귀한 값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해수에 노출된 

시간이 장기간 되었을 경우 피복두께보다 내부철근의 표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이 저항분극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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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W급 소수력 발전 터빈 개발을 위한 수치 및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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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역학,  Propeller-type turbine 프로펠러형 
터빈, Micro hydropower 소수력발전, Experiment in circulating water tank 회류수조시험, Seawater exchange 
breakwater 해수교환형 방파제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d a new marine hydropower system utilizing a seawater exchange type breakwater and 30kW class 
hydropower turbine newly developed for the proposed system. The results of experiment in a circulating water tank and  numerical simulations 

to predict the efficiency of the designed turbine confirmed that the target power could be generated by using the designed turbine. 

1. 서    론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와의 심각화, 유가의 불안정, 기후협약의 규제 대응책 등의 

영향으로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바람, 태양광, 지열, 해양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

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원(Energy source)에 의해 해상풍력, 조석(차), 해류/조

류, 파력, 염도차, 온도차 발전 등으로 구분되는 해양 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미래에

너지 자원으로서, 한국이나 유럽 같은 연안국에서 주목받고 있

다. 이 중 몇 가지는 상업화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낮은 

에너지 변환율, 높은 초기건설비와 유지보수비 등에 기인한 경

제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스템 개량 

및 복합화 수행,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 등에 고심하고 있다. 

Lee et al.(2012)은 해수교환형 방파제(Seawater exchange 

breakwater)를 조석 분류 생성기(Tidal jet generator, TJD)로 이

용하는 새로운 발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조석 분류란 저수지, 

하천이나 강의 하구, 항구의 입구에서 좁은 입구를 통과하는 조

류(Tide)에 의해서 단 방향(Uni-directional)으로 생성되는 강한 

유동을 말한다(Park et al., 2006). 제안된 시스템은, 방파제 내외

역의 수질 정화를 위해 통수로를 가지는 해수교환형 방파제의 

중심부에 수조 및 통수로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TJD로 사용하고, 

이때 발생하는 조석 분류에 의해 통수로내에 설치한 터빈을 구

동시켜 발전하는 시스템이다(Fig. 1). 밀물 시에는 내항 쪽의 문

을 닫아 수조내에 해수를 저장하면서 외항쪽 통수로의 터빈에서 

발전하고, 썰물 시에는 외항쪽의 문을 닫아 수조 내의 물을 내

항쪽으로 방출하면서 내항쪽 통수로의 터빈에서 발전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발전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소수력 발

전 터빈을 설계하고 설계된 터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

류수조에서의 모형실험과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Fig. 1 Schematic view of electricity generation by new-type 

marine renewable energy system using seawater 

exchange breakwater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Table. 1 Design parameters for the development of turbine

Turbine type Propeller

Flow velocity(max ) 6.0 m/s

Diameter of propeller() 1.0 m

Sectional area of propeller() 0.785 

Target efficient () 0.353

Target Power() 30 kW

2. 터빈 개발

2.1 설계 인자 및 제원 선정

발전 터빈의 설계를 위해서는 목표 출력(), 설계유속(=최대

유속, max ), 작동면적() 및 효율()의 상정이 필요하다. 추정 

최대 조위차(max ) 2를 기준으로 한 유속max max 
은 약 6.0이며, 통수로가 1의 단면적을 갖는다고 가정하

면 이상적인( ) 최대출력()은 식 (1)을 통해 약 108kW

로 예측된다. 일반적인 조류발전용 터빈의 효율이 0.35~0.40 정

도임을 감안하여 설계 최대 출력을 약 30kW로 선정하였다.

  

max  (1)

여기서 는 물의 밀도로 1,000을 사용하였다.  

제안시스템의 발전 터빈은 통수로에 위치하므로, 소수력발전용 

터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추정 최대 조위차 및 유량을 

근거로 프로펠러형 터빈을 선정하였다(Hardisty, 2009). 이에 의해 

작동면적은 0.785 , 목표 효율()은 0.353로 산정되었다(표 1).

2.2 터빈 설계

터빈의 구성요소 중 블레이드는 유체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력

으로 변환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블

레이드의 형상 개발을 위해서는 선박용 프로펠러 설계용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고, 포텐셜 기반의 솔버를 통해 그 성능을 예측하

였다. 설계시에는 토오크(Torque)를 최대로 하며, 작은 단면적과 

작은 스큐(Skew)를 가지도록 하였다. Fig. 2에는 설계된 프로펠

러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a) front view (b) side view

Fig. 2 Shape of designed turbine 

2.3 터빈 성능평가 기준

  터빈의 성능평가는 식 (2), (3)과 같은 출력계수 와 토크계수 

를 주속비(TSR, Tip Speed Ratio, 식 (4))에 대하여 계측/예측

하여 비교하였다. 

 max


 (2)

 max 


 (3)

max


 (4)

여기서,  와 는 각각 실험에서 계측되거나 시뮬레이션에

서 예측된 출력과 토오크이며, 는 각속도, max는 유입속도, 

는 터빈의 반경이다. 

3. 실험

실험은 인하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류발전기 테스트용 

회류수조(Circulating water tank)에서 축적비가 0.43인 모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계측기 및 발전기가 포함된 성능실험 장

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회류수조의 제원은 폭 1.0m, 높이 

0.9m이며, 최대유속은 1.2m/s이다. 실험 수행시에는 유속을 1 

m/s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후 분당회전속도인 RPM(Revolution 

per minute)을 변화시켜 터빈 성능곡선을 도출하였다. 

(a) 

(b) 

Fig. 3 Equipment for performance test in (a) top view and (b) 

perspective view



4. 수치시뮬레이션

4.1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

격자 생성 및 수치시뮬레이션에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CD- 

Adapco사의 Star-CCM+를 사용하였다. RANS(Reynolds 

average Navier-Stokes)기반의 정상(Steady) 해석을 수행하였고,  

난류모델로는   SST 모델을, 회전체의 표현을 위해서는 

MRF(Moving reference frame) 기법을 적용했다. 실제 회류실험

수조는 상부에 벽이 없어 물이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

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자유수면을 포함시키지 않은 단상

류(One phase flow)로 문제를 설정하였다.

4.2 계산영역, 계산격자 및 경계조건

계산 영역의 폭()은 실험을 수행한 회류수조와 동일하게 

1.0m로 설정하였다. 길이()는 반사파 등 계산영역의 존재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 계산영역 길이( )를 터빈 직경

의 12배인 5.16m으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터빈 직경의 10배 길

이( )의 감쇠영역을 위치시켰다. 높이()는, 계산영역의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수조의 높이인 0.9m를 기준(Case 1)

으로 하고, 여기에 터빈 직경의 0.5배(Case 2)와 1.0배(Case 2)

를 더한 3가지로 하였다. 계측기를 제외한 터빈의 중심이  , 

 및 Case 3의 의 중심점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실제 계산영역(구간)에서는 다면체의 (Polyhedral) 격자를 

, 터빈과 계측기 주변에는 Prism layer를 생성하여 계산정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수치시뮬레이션 후 확인한 는 약 60~80이

었다. 감쇠영역(구간)은 Extrude기능을 이용하여 생성했으며, 

Case 1의 경우에 사용된 전체 격자수는 약 600,000이다.

터빈과 계측기 표면 및 수조의 측면과 하부(벽)에는 No-slip

조건을, 유입부와 유출부 및 상부면에 대해서는 각각 Velocity 

inlet, Pressure outlet 및 Symmetry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유

입 속도는 실험과 동일한 1m/s로 고정하였고, TSR 1.0~3.0에 해

당하는 RPM으로 MRF영역의 회전수를 조절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계산영역과 경계조건과, 폭()방향 중앙

단면에서의 격자 및 MRF영역을 Fig. 4에 나타내었다.

5. 실험 및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

 실험과 계산영역의 높이를 변화시켜 수행한 수치 시뮬레이션

에서 얻어진 토오크계수와 출력계수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출력특성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TSR 1.7 부근에서 목표 출력계수인 0.353을 상회하는 최

대값을 보이고 있다. 수조의 높이가 0.9m에서 1.33m(Case 3)로 높

아질 때 TSR 1.7에서의 출력계수는 0.475에서 0.406으로 약 15% 

줄어들어, 계산영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과 Case 3의 수치시뮬레이션 결과는 약 9%차이를 보였다.

(a)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b) Grid systems in the 0.5 plane

Fig. 4 Schematic diagram and grid system for performance test 

of hydropower turbine

(a)

(b)

Fig. 5 Comparisons of (a) torque and (b) power coefficients 

obtained by experiment (discrete points) and numerical 

simulations (lines with symbols)



(a) front view (case 1) (b) back view (case 1)

(c) front view (case 3) (d) back view (case 3)

Fig. 6은 TSR=1.7에서의 수조 높이 변화에 따른 유입방향의 속

도 성분의 등고선도를 보이고 있는데, 터빈에서 수조 윗면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동장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Case 1의 경우, 상부경계면이 벽처럼 작용하여 Gap 유동과 

비슷하게 유속이 가속되며, 이로 인해 터빈의 성능이 높게 나타나

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수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터빈 후류

의 유동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보인다. 

(a) Case1

(b) Case2

(c) Case3

Fig. 6  Contour maps of  inflow-direction velocity at TSR=1.7

Fig. 7 Comparisons of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blade 

surface between cases 1 (top) and 3 (bottom) at TSR=1.7 

수조의 높이가 가장 낮은 Case1과 가장 높은 Case 3의 경우에 

대하여 출력의 최댓값을 보이는 TSR 1.7에서의 블레이드 표면 앞

면과 뒷면의 압력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Case 1이 Case 3에 

비하여 앞뒷면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성능면에서는 

Case1이 좋아 보이나, 전체표면 특히 후면에서의 압력분포는 

Case3쪽이 변동이 적어, 통수로등에 의해 가속되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캐비테이션 방지에는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수교환형 방파제를 이용하는 새로운 발전시

스템을 간략히 소개하였고, 이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30kW급 

소수력 발전 터빈의 성능을 실험 및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비교·검증하였다.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개발된 터빈의 예상출력 이 

설계목표 이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실 시스템에서는 터빈이 통수

로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출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 된다. 

수치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정성적으로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정량적으로도 10%이내의 차이를 나타내어, 상대적인 평

가나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용한 툴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 추후, 자유수면, 통수로와 터빈 블레이드 간의 

거리인 TC(Tip clearance), 통수로 형상 등에 대한 실험적, 수치

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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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해상에서 부유식 구조물은 파도, 조류 그리고 바람 등의 환경 하중을 받으며 이러한 환경하중 내에서도 안전한 작업
을 위해 수심과 해저 지형 등 다양한 제약 조건을 가지고 계류 시스템을 설계하게 된다.  계류 시스템에 대한 설계연구는 이미 
다양한 최적화 방법을 통해 소개 되었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계류 라인의 설계 목적 함수로는 안전성 계수, 거동 거리, 계류 시
스템의 가격 그리고 계류시스템의 최적화 패턴 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최적화 알고리즘은 고려되는 변수의 설정에 
따라 시간 및 효율성이 크게 다르며 설계 중 최종 목적함수에 도달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2가지의 최
종 목적 함수를 적용하였다. 첫 번째 목적 함수는 해양환경에 따른 최적화 계류 라인 패턴이다. 경계 조건으로는 안전성 계수와 
부유식 구조물의 거동거리를 적용하였다. 다음은 심해에서 계류라인 구성요소에 대한 특성치의 결정이다. 두 번째 함수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는 계류 시스템의 경제성을 적용하였다. 

1. 서    론  

 해양에서 오일 및 가스의 추출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으며, 작

업 수심이 지속적으로 천해에서 심해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심해에서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류라인의 설계는 많은 중요성을 가진다. 계류라인의 설계는 

부유식 구조물의 설치 해양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설

계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변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화를 

통해 계류라인 설계가 이루어진다. 

 계류라인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최적화는 지금

까지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구되어 왔다. Genetic 

algorithm(GA)를 통한 계류라인의 초기 설계 및 계류라인의 패

턴 설계가 이루어 졌다 (Mehdi Shafieefar and Aidin Rezvani, 

2007, Alonso J. et al. 2005). Harmony search algorithm(HSA)를 

이용하여 심해에서의 계류라인 시스템의 경제성을 판단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Sam Ryu. et al, 2007). 또한, 이러한 최적화 연구

에는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Tabu search algorithm 등 

알고리즘이 사용되어 연구되어 왔다.

2. 최적화 알고리즘 소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된 GA와 HS 알고리즘을 복합 적용

하여 계류라인 설계에 최적화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GA알

고리즘은 목적함수를 부유식 구조물의 거동 거리의 최소화로 

설정하였으며, 경계조건으로는 계류라인의 안전 계수 및 작업 

해양환경에서의 최적 배치로 설정하였다. HS 알고리즘은 목적

함수를 계류 시스템의 경제성으로 설정하였으며, 변수로는 계

류라인의 직경, 각 구성요소별 길이 등으로 설정하였다. 

 

2.1 Genetic algorithm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계에 있어서 생물의 유전과 진화의 메카

니즘을 공학적으로 모델화하는 것에 의해 생물이 갖는 환경에서

의 적응능력을 취급하는 것이고, “Adaptation on Natural and 

Artificial Systems”에 처음 소개한 자연도태의 원리를 기초로 

한 최적화 방법이다(John Holland, 1975). GA는 풀고자하는 문제

에 대한 가능한 해들을 정해진 형태의 자료구조로 표현한 다음, 

이들을 점차적으로 변형함으로써 점점 더 좋은 해들을 생성하게 

된다. 즉 도함수의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향성 있는 탐

색과 확률 탐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속·불연속의 혼합, 불연

속, non-convex 영역 등을 포함하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정선, 류석규, 1999).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해를 찾기 위해

서는 먼저 두 가지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를 염색체의 형태로 표현(Encoding)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 염색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함수 즉 적합함수 (Fitness 

Function)을 결정하는 것이다(문병로, 2003). 

2.2 Harmony search algorithm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HS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 기반인 meta-heuristic 최적화 알

고리즘인 simulated annealing, TABU search 그리고 generic 

algorithm과 달리 최적의 화음을 찾는 음악과정에서 채택되었다. 

예를 들어, 악기는 고유의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음

을 교정하여 하나의 화음으로 만드는 과정은  좋은 화음을 찾을 

때까지 좋지 않은 화음은 지우고 새로 찾은 좋은 화음을 저장하

는 과정을 지속으로 하게 된다. 

Fig.1 은 HS 알고리즘을 도식화하였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Step 1 : Design variable / algorithm parameter

initialization;

Step 2 : Harmony memory initialization

Step 3 : Generation of a new harmony

Step 4 : Harmony memory update if needed; and

Step 5 : Improvisation stopping criterion check

3.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3.1 Design of the mooring system 

계류 시스템의 설계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앵커의 종류, 계류라인의 강성, 앵커의 위치, 해저면의 

패턴, 해양환경 조건 그리고 부유체의 종류 등이 있다. 일반적

으로 계류라인은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종

유의 재질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체인, 와이어 그리고 로프

가 있으며 이러한 계류 시스템에 부이나 클램프가 부가적으로 

추가 될 수 있다. 

Fig. 1 Flow chart of HS algorithm for designing a flexible 

riser system

Fig. 2 Spread mooring system by DeepC

본 논문에서는 초기 계류라인의 설계 시 고려한 것은 부유

체의 선수 위치 결정, 계류 라인 패턴, 계류라인 길이 그리고 

재료 속성 및 사이즈를 하나로 결정을 하였다. 즉, 계류 시스

템의 단순화를 위해서 계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라인은 

하나의 재질과 하나의 사이즈로 결정을 하였다. 또한 부이나 

클램프의 추가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계류 시스템은 

다점 계류 시스템으로 선택을 하였다. Fig. 2는 계류라인 해석 

프로그램인 DeepC를 통해서 다점 계류시스템을 구현하였다

(DNV, 2008).

다점 계류 시스템은 보통 4~20개의 계류 라인으로 구성이 

되며 각각의 계류라인에 의한 계류력으로 부유체를 지지하게 

된다. 계류라인의 수평력 은 





 


               (1) 

계류라인의 장력  , 단위 길이별 수중 무게  , 수심  그

리고 단위 길이별 계류라인의 강성 로 표현이 가능하다. 

식 (1)에 대해서 초기 계류라인의 장력은 전체의 복원력에 영

향을 준다. 또한 라인의 장력과 라인의 길이의 관계식은  

 

cos

 

sin

      (2)

로 나타내었다. Fig.3 는 계류라인의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는 라인의 각도이며, 는 라인의 길이이다. 따라서 식 (2)를 

통해서 계류라인의 길이는 최적화 문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

다. 또한 초기에 계류된 부유체의 거동거리, 정적 평형 위치를 

계산해야 하며 정적 평형 위치는 해양 환경력과 모멘트와 균

형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Fig. 3 Mooring line element

Fig. 4 Displacements suffered by a floating unit subjected 

to external loads

식 (3)에서   그리고  는 각각 북쪽, 동쪽 그리고 부

유체의 선수의 위치를 나타내며,    그리고 는 

각각 계류력, 조류력, 풍력 그리고 파랑표류력를 나타낸다. 

3.2 Genetic algorithm 적용

  해양에서의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는 부유체의 거동을 최소

화하거나 수평 방향의 반응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식 (4) 는 

계류 시스템 설계에서 Genetic algorithm에 따른 목적함수를 

거동거리의 최소화로 하였을 때의 관계식이다. Fig.4은 해양환

경에 따른 부유체의 거동거리를 보여준다.






∆
 





 ∆∆       (4)

Subjected to min ≤ ≤ max  ⋯ 
 ≥   ⋯ 

     (5,6)

 식 (6)에서,  은 해양 조건의 개수를 나타내며, ∆는 해

양환경 조건에 따른 수평방향 이동거리를 나타낸다. 식 (7)에서  

은 최적화 조건에서의 변수의 개수이며, 는 계류라인의 개수, 

는 quasi-static 안전계수 그리고 는 해양환경 조건의 발

생 빈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목적 함수의 최적화를 위해 genetic algorithm의 특징은 penalty 

function과 fitness function이다. 본 논문에서 penalty function

은

   i f   ≥    ⋯   ⋯
≤  ≤  i f       ⋯  ⋯     (7) 

 으로 적용을 하였다. 즉, 모든 계류 라인이 안전 계수 1.67를 넘

게 되면 penalty function의 값은 1이며, 계류 라인이 하나라도 안

전 계수를 넘지 못하면 은 0.5에서 0.9의 값을 가지도록 설정이 

되었다(ABS, 1998). 이에 대한 보상으로 fitness function은

 ∆


∆


         (8)

  max

               (9)

 으로 설정을 하였다. ∆
 는 식(4)에 따른  목적함수의 값이며, 

∆
 는 한 차례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낸 최적화 값들의 평균이

다. Fitness function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은 

fitness 값은 부유체의 거동 거리가 적다는 것이다.

3.3 Harmony search algorithm 적용

 본 논문에서는 Harmony search algorithm 적용에 앞서 3가지 

목표를 가진다.

 1) maximum platform offset

 2) factor of safety for intact case top tension

 3) zero degree angle of anchor

 또한, 목적함수로는 계류라인 시스템의 경제성을 판단하여 최

적화를 하였다.

 




        (10)

 식 (10)에서,  는 계류라인 구성요소인 의 가격이며, 

는 계류라인의 길이, 는 계류라인의 지름 그리고 은 계

류시스템의 개수이다. 

 계류라인의 대표 속성 값인 MBL(Minimum Breaking Load), Axial 

stiffness, Wet weight, Dry weight는 계류라인의 지름으로 관계식

을 정리할 수 있다.

 × × ×
 × ××
×

       (11)

 

 식 (11)에서 는 wet weight 일 때 0.017이며, dry weight 일 때 

0.0195이다. 따라서 계류라인의 대표요소인 체인과 와이어에 대한 

경제성 판단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 

  ×
 × 

       (12)

 경제성 평가의 단위는 USD($) 이며, 직경은 mm 그리고 길이는 

m 이다.



Bound

Length (m) Diamter (m)

Top 

chain
Wire

Bottom 

chain

Top 

chain
Wire

Bottom 

chain

Lower 10 100 100 50 50 50

Upper 200 2000 2000 150 150 150

HM
Length (m) Diamter (mm) Cost

(M$)
Top 

chain
Wire

Bottom 

chain

Top 

chain
Wire

Bottom 

chain

1 108.255 1433.250 564.795 75.705 82.425 81.165 5.083

2 108.332 1455.062 599.854 75.366 82.044 84.482 5.154

3 118.449 1441.611 628.411 75.970 86.456 80.250 5.243

4 118.908 1488.240 595.188 75.168 84.672 86.616 5.313

5 132.326 1468.666 638.522 79.570 85.456 85.020 5.381

6 115.632 1459.416 676.710 81.687 85.191 85.191 5.409

7 118.364 1497.562 627.727 76.750 90.695 82.240 5.470

8 120.450 1469.820 670.670 80.300 85.580 88.220 5.553

9 135.815 1559.400 672.520 81.305 94.185 87.975 5.841

10 143.606 1615.066 665.284 84.016 94.400 94.046 5.993

4. 해     석

해석 케이스의 대상 해역은 West-Africa로 설정을 하였으며 

계류라인은 spread 방식으로 가정을 하였다. 부유체는 

FPSO(Floating Production Stroage and Offloading)이며, 계류라

인은 R4-RQ4 studless 체인과 spiral wire rope를 고려하였다. 

Vessel dimensions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2는 해석 케이

스 대상 해역의 해양환경조건을 나타내었다. Table 3은 HSA 의 

경계조건으로 계류라인의 구성요소별 길이 및 직경의 범위를 지

정하였다.

Table 4는 엑셀과 Matlab를 이용한 최적화 도달 과정에서 

2000번의 반복 결과의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반복 결과는 

500번 결과에서부터 수렴을 하였으며 그 이후의 결과는 2000번

의 결과와 유사하다. 

Table 1 FPSO dimensions

Parameters Ballast (20%) Fully loaded (100%)

Length 320 m

Beam 58.4 m

Depth 32 m

Draft 8.804 23.526

Table 2 Environment condition data

Dir
Local Wave Swell Wind Cur

Hs (m) Tp (s) Hs(m) Tp (s) Vw (m/s) Vc (m/s)

N 1.3 6.5 1.6 13.7 19.4 0.25

E 2.8 7.4 3.2 17.9 36 1.27

S 1.3 6.0 1.6 13.7 19.4 0.25

W 1.0 6.2 1.1 12.5 8.0 0.25

Table 3 Input lower/upper bounds for each design parameter

Table 4 Harmony memory when 2000th improvisa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A 최적화 방법을 통해서 계류라인 설계시 부

유체의 선수 방향 결정, 계류라인의 개수, 길이 그리고 직경 선

택을 하였다. 그리고 HSA 최적화 방법으로 계류라인의 구성요

소의 최적화 길이 및 직경을 결정하여 최소 가격이 발생하는 데

이터 10개를 결정하였다. 모든 최적화 방법에서는 계류라인의 

안전성, 부유체의 거동거리의 최소화 그리고 앵커에서 수직력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적화에 도달 하였다.

GA와 HSA 방법은 계류라인 초기 설계시 목적함수에 보다 쉽

게 도달 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이다. 그러나 반드시 라이저 라

인과의 간섭, 해저지형에 따른 앵커의 위치 변화, 계류라인에 추

가되는 부유체 및 중량체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았다. 심해에서

는 계류라인의 수중 무게를 최소화하는 목표로 계류라인을 설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류라인에 부유체를 추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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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Simulation of BOG (boil-off gas) Recondensation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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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LNG regasification system, the operation of the natural gas export should be executed independently from the fuel gas 
supply and the suction drum operations. In this paper, the BOG recondensation process and the general design conditions were discussed. The 

BOG recondensation systems were designed and simulated in HYSYS to calculate the states from steady-state heat and mass balances and to 
compare the energy usage of the systems. The operability of the LNG regasification system was discussed and the most economical pressure 
range of the BOG (boil-off gas) compressor was discussed. This paper also demonstrated the control system using dynamic mode in HYSYS to 

simulate stable supplying of LNG to high pressure pumps. The dynamic simulation results showed changes in pressure, mass flow rate, the 
suction drum liquid level, valve regulation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trol of the LNG level in suction drum and the 
pressure are the critical control element and BOG can be used for the suction drum pressure control.

1. Introduction  

LNG (Liquefied Natural Gas) is a mixture of hydrocarbons, 

ranging from methane (C1) to butane (C4), with 

approximately 75 to 95% methane, and little C5+. It is one of 

the promising clean energy resources, which plays a role of 

improv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optimizing primary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and easing the strained 

petroleum supply.

The stages involved in the LNG chain are exploration, 

liquefaction, shipp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LNG is 

found in gas state during the exploration stage. It is then 

processed and liquefied. LNG will be stored at the LNG 

terminal then loaded onto LNG carrier for transportation. 

LNG will be unloaded at the reception terminal and stored. 

LNG will finally be regasified so that it can be transported by 

pipe to the en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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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RU is one of the 

regasification terminal for LNG. The terminal is based on 

conversion of an existing LNG carrier. The FSRU is to be 

permanently moored offshore and export gas to shore 

through a sub sea pipeline.

Due to the inflow of heat transfer from the surroundings to 

cryogenic LNG, LNG is unavoidably vaporized generating 

BOG (boil-off gas) (≤0.04%/day, volume fraction) in storage 

tanks and liquid-filled pipe lines in onshore LNG receiving 

terminals. However, The common industry practice has been 

to build LNG carriers with boil-off rates of 0.15% of the cargo 

volume per day, reflecting the typical need for boil-off gas as 

fuel on board.

The FSRU will operate at a higher tank pressure than the 

offloading LNG carriers, thus avoiding the need to install 

unnecessary BOG handling equipment. LNG ship unloading 

operation also contributes to BOG generation. Therefore, The 

design for handling BOG is an essential issue. The BOG 

recondensation system is widely used to liquefy and recover 

BOG due to its 30–60% higher energy-utilization efficiency 

than that of compressing BOG directly to distribution pipeline 

Mabuchi Nobuhiro (Osaka Gas Co., 2006). 

 In this paper, we focused on operability over stable control 

of the BOG recondensation process in the LNG regasification 

system. Dynamic models of the BOG recondensation process 

were carried out to set stable conditions for the process 

control. Essential control ideas have been tested with the 

dynamic simulator and a practical control scheme is 

suggested.

2. LNG Regasification System 

2.1 System Outline

The regasification system comprises low pressure LNG 

pumps, the suction drum, high pressure LNG pumps, 

cryogenic LNG vaporizers and associated valves, piping and 

instrumentation. 

LNG is pumped from the FSRU storage tanks to the suction 

drum and further is distributed to high pressure LNG pumps 

in the regasification trains. The high pressure pumps will 

increase the pressure to about 90 ~ 100 bar, before the high 

pressure LNG is vaporized. 

The suction drum provides a common supply of LNG to 

the regasification trains with liquid and separates vapor, and 

acts as buffer volume for balanced distribution of LNG to the 

trains in operation. The regasification system may also be 

used to condense boil-off gas (BOG) in cases where BOG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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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in storage tanks exceeds the fuel consumption of 

the power generators. Such BOG recondensing is optional and 

needs to be specified.

The LNG composition is summarized in the Table 1. The 

LNG mass flow rate is 125000 kg/h (117 mms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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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Temperature(℃) -161.5

Density (kg/m3) 532.5

2.2 BOG recondensation process

2.2.1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BOG

In order to understand BOG and LNG, the density and 

enthalpy are the key parameters. The curve in Fig. 1 (a) 

represents saturated liquid and vapor lines of the LNG with 

the composition shown in Table 1 in a rage of pressure and 

temperature. According to Fig. 1 (a), the LNG vaporizes at 1.5 

bar, -161.5ºC and BOG is generated. Fig. 1 (b) shows the 

Mollier Diagram for the LNG. This Diagram can be used to 

calculate BOG generation due to the inflow of heat transfer 

from the surroundings using the difference of enthalpy. The 

straight line is an isotherm at temperature of -161.5ºC. 

Fig. 1 (a) LNG Phase Envelope. (b) LNG Mollier Diagram

Because LNG is a mixture of hydrocarbons, BOG 

composition is changed as the LNG tank pressures. BOG 

contains methane and nitrogen as major components with 

little amount of ethane and carbon dioxide. Fig. 2 describes 

that the mole percent of nitrogen in the BOG, increases as the 

pressures in the LNG tank rises. 

Fig. 2 (a) BOG Composition. (b) BOG Recondensation.

2.2.3 Analysis of the BOG Recondensation Process

LNG is pumped from the cargo tanks using low pressure 

pumps to the suction drum. High pressure pumps draw the 

LNG stored in the suction drum, pressurize it to the required 

export pressure, and feed it to LNG Vaporizers, which 

vaporize the LNG. 

The suction drum is also able to take on the the role of the 

recondenser role in the case that the BOG is excessively 

generated during the regasification operations. The BOG is 

compressed and fed into the suction drum for mixing and 

condensation. 

Fig. 3 Regasification System Process Scheme

Fig. 3 shows a suggested LNG regasification process and its 

static thermodynamic states at the one of the design cases. 

The values were obtained with the commercial program 

Aspen HYSYS, which calculates the states from steady-state 

heat and mass balances and the performance data for the 

plant equipment. The BOG recondensation process consists of 

one BOG compressor and extra connection to the suction 

drum. BOG from the cargo tanks (-161.5ºC) enters the BOG 

compressor, where it is compressed and discharged at 6 bar 

and -78.2ºC. The gas is cooled and liquefied by LNG in the 

suction drum.

The working principles are as follows. LNG enters the low 

pressure pump at 1.5 bar and -161.5ºC, and is discharged at 

6.0 bar and -161.3ºC to the suction drum. BOG from LNG 

cargo tank enters the suction drum after compression at the 

condition of 8 bar, -76.6ºC. Liquefied BOG is separated in the 

suction drum and goes to the LNG carrier for pressure 

control or to vent stack. The liquid phase in the suction drum 

feeds to high pressure pump, where it raise LNG pressure to 

100 bar. 

Since the boiling point of liquid is raised by increasing the 

pressure, the fraction value of recondensed BOG also 

increases in the LNG saturated conditions (Fig. 2 (b)). When 

the BOG recondensation operated at the higher pressure, the 

power consumption in the low pressure pump decreased 

(lower LNG flow rate) and the power consumption in the 

high pressure pump decreased (smaller pressure difference). 

However, Fig. 4 (a) shows the total power consumption 

ascends with increasing the BOG recondensation working 

pressure because of the sharp increase in the power 

consumption of BOG compressure. 



Suction drum pressure
 (bar)

Energy consumption (kJ/s) Mass flow rate (ton/h)

Low pressure pump High pressure pump BOG compressor LNG to SD BOG to SD BOG from SD LNG to high pressure pump

3.5 24.66 852.22 176.36 　 118.17 6.83 0 125

4 28.46 854.17 223.52 116.91 8.09 0 125

4.5 32.20 853.15 270.89 115.76 9.24 0 125

5 35.90 852.01 318.38 114.71 10.29 0 125

5.5 39.56 850.67 364.75 113.77 11.23 0 125

6 43.16 849.41 413.10 112.83 12.17 0 125

7 50.27 846.40 506.77 111.19 13.81 0 125

8 57.24 843.08 599.09  109.74 15.26 0 125

Table 2 Operation Parameters and Energy Consumption for Maximizing the BOG recondensation

Fig. 4 (b) shows how much power needed for vaporizing 1 

kg of LNG. The operating parameters and energy 

consumption of maximizing the BOG recondensation are 

summarized in the Table 2. The vaporized natural gas mass 

flow rate (LNG to high pressure pump) is 125000 kg/h.

Fig. 4 (a) Power Consumption in the BOG Recondensation. 

(b) Total Power to Outlet Pressure of BOG Compressor.

2.2.4 BOG Recondensation System Design Considerations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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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 

shows the variation of the outlet temperature of the BOG 

compressor by the pressure of the BOG.

Fig. 5 Variation of (a) outlet temperature of BOG 

compressor (b) flash ratio by BOG compression, (c)  ratio 

of condensed BOG to UA by BOG compression.

The condensed BOG from BOG compressor is expanded in 

the suction drum and will be flashed. Fig. 5 (b) shows the 

variation of the flash ratio of the condensed BOG.

When the condensed BOG is cooled, the UA is increased 

while the flash ratio is decreased. The ratio of the decreasing 

rate of flash ratio to the increasing rate of UA is the same as 

the ratio of the increasing rate of the condensed BOG to the 

increasing rate of UA. This can be a criterion of the 

evaluation of the re-condensing efficiency. Fig. 5 (c) depicts 

the most economical BOG re-condensing pressure is in the 

range of 5 to 6 bar.

2.3 LNG Regasification Dynamic Model

 Dynamic simulation is applied to the LNG regasification 

system to analyse dynamic behavior and response. Aspen 

Hysys® dynamic software is used to describe and simulate 

transient operating conditions. There is more information 

necessary to study dynamic simulations such as vessel sizes 

and valve sizes than those for steady-state simulation. Hysys 

internal program was used to calculate valve sizing, and the 

suction drum was sized to be 20 m
3 considering residence 

time between normal liquid level and low liquid level, 

installation, and space limitation. The suction drum operation 

pressure was decided to be 5.5 bar from the Fig. 5 (c). 

According to the steady-state results of the  Table 2, when the 

suction drum operates at 5.5 bar, theoretical required amount 

of LNG is 113.77 t/h in order to liquefy 11.23 t/h BOG. 

However, in order to avoid cavitations in high-pressure pump 

from the formation gas fraction due to depressurization in the 

valve (VLV-107) installed in front of the high pressure pumps, 

the BOG flow rate must be controlled below 10.21 ton/h. 

2.3.1 Dynamic Model

Fig. 6 (a) Configuration of the LNG Regasification System 

(b) Case 1; (c) Case 2; Dynamic Simulation Results.
(straigh line: LNG to high pressure pump, dotted line: LNG to the suction drum)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BOG recondensation process, 

the LNG regasification process were simulated without BOG 

flow (Case 1, Fig 6 (b)) and with steady BOG flow (Case 2, 

Fig. 6 (c)). The results shows that the suction drum liquid 

level raises up as the operating pressure goes down than 

target value (5.5 bar). Case 2 means introduction the gas 

supply to the suction drum is needed to maintain stable 

pressure. From the both cases, liquid level in the suction 

drum increased and liquid level control should be a key 

factor because liquid level in the suction drum cannot 

exceed 98% for the safety reason.

Fig. 7 (a) Configuration of the LNG Regasification System (b) 

Case 3; Dynamic Simulation Results.
(straigh line: LNG to high pressure pump, dotted line: LNG to the suction drum)

 According to the above analysis, the unstable operation 

appeared as the suction drum LNG level approaching 100%. In 

the Case 3 (Fig. 7), LNG level in the suction drum kept to be 

75% a using liquid level controller with steady BOG flow. As 

LNG liquid level load reduced, gradually recover to target 

pressure. However, an initial pressure control is necessary 

for stable operation.

Fig. 8 (a) Configuration of the LNG Regasification System (b) 

Case 4; Dynamic Simulation Results.
(straigh line: LNG to high pressure pump, dotted line: LNG to the suction drum)

  For the initial pressure control, a pressure controller 

connected to the BOG flow control valve (BOG In) was 

introduced in Case 4 (Fig. 8 (b)). The suction drum operation 

is controlled to stabilize LNG level and pressure by BOG flow. 

This system could meet normal operation range of pressure  

and liquid level of the suction drum. The decrease in 

operating pressure between 0 - 400 seconds is caused by BOG 

recondensing. When using Nitrogen instead of BOG, the initial 

decreasing is not happened. The use of BOG has the 

advantage of cost saving and the results shows the potential to 

use BOG flow as a control variable for the pressure of the 

suction drum. However, liquid flow rate going to high 

pressure pump was below design target value (125000 kg/h). 

Further study is needed to achieve the design capacity.

3. Conclusions

The analysis on basic process design conditions and control 

logics to BOG handling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BOG should be considered 

to design BOG recondensation system. Also, economic 

analysis considering total power consumption and 

earnings are needed. It is the most economical to 

operate the BOG compressor in the pressure range 

between 5 and 6 bar.

(2) Introduction of the gas supply to the suction drum is 

needed to maintain the stable pressure. The main 

control mechanism for stable operation of the BOG 

recondensation process is suction drum liquid level 

control.

(3) BOG can be used for the suction drum pressure control 

and the LNG level and pressure control logic using 

BOG flow should be required to achieve more stable 

operation and quick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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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기추진 시스템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계적 추진 시스템에 비하여 탄소 배출량이 적고, 소음 및 진동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운송 수단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선박에 전기추진 시스템을 적용하면 동력 기관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축계가 아닌 케이블을 이용하여 구성요소를 연결하기 때문에 유연한 선형 설계 및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DMU 모델을 이용하여 레저선박의 선박계산 및 저항성능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항성능을 추정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항성능 추정 프로세스를 적용할 설계선에 탑재할 전기추진 시스템의 초기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추진 레저선박의 초기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서    론  

최근 조선 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환경오

염을 방지하고자하는 다양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조선 산업

에서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 개정 및 시행으

로 인하여 올해부터 건조되는 모든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

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고려하여 설계 

및 건조해야 하며, 선박 에너지효율 관리 계획서(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를 선내에 의무적으로 탑

재해야한다. 이러한 환경 규제는 선박으로부터 방출되는 물질 

중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이외에도 이산화탄소(CO2)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Jeong, 2011).

전기추진 선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오염 물질과 이산화

탄소 배출을 절감 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추진 

선박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프로펠러를 구동하고 추진하는 선

박으로, 디젤엔진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과는 달리 축을 사

용하여 동력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O’Rourke, 2000).

다만 전기추진 선박에서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디젤 발전기

가 필요하다. 디젤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에너지를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고, 프로펠러는 전기에너지를 다시 회전에

너지로 변환하여 선박을 추진한다. 이러한 에너지 변환 과정에

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이다. 하지

만 전기추진 선박에 사용되는 추진 모터가 디젤엔진에 비하여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선미 부분 형상을 개선하여 저항성능을 개

선할 수 있다. 또한 추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를 축이 아닌 

케이블로 연결하여 유연한 공간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의 추진 방식으로 구동되는 선박에 비하여 더 많은 양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종합하면, 전기추진 선박은 기존 

추진방식의 선박에 비하여 약 20% 정도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deki, 2011).

전기추진 선박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중심으로 상

선, 군함, 여객선, 특수목적선박의 전기추진 시스템과 관련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정부가 주도하

여 SES(Super Eco-Ship)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는데, 이 프로젝트

에서는 전기추진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실선에 

적용하여 친환경 기술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Rahim and 

Ikeda, 2005).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최근 국내에서는 소형 레저선박 및 어선에 전기추진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다

양한 분야의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기추진 선박

의 실적선 사례가 부족한 상황으로, 선형설계 및 구성요소의 사

양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추진 레저선박을 설계하는 과정에 

DMU(Digital Mock-up) 모델을 이용한 설계 프로세스를 기반으

로 전기추진 레저선박의 선박계산 및 저항성능 추정 등을 수행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추진 레저선박의 초기 설계 단계에

서 구성요소의 사양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으

며, 실적선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 선박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DMU 모델을 이용한 전기추진 레저선박 설계

2.1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선박의 추진 시스템은 주동력을 얻는 방식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상선을 비롯한 다양한 선박에 널리 사용되어 온 기계적 

추진 시스템은 내연기관을 통해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고, 이를 이용하여 선박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과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추진 시스템에 

배터리, 발전기 등을 추가하여 전기적 에너지와 내연기관에서 

만들어낸 기계적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추진 방식을 의미한

다. 이러한 추진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선박

은 자동차와는 달리 제동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만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

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동력을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전기추진 시스템이 있다.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은 발전기, 배

터리, 모터 드라이브, 추진 모터, 감속 기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Timothy, 200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박용 전기추진 시

스템을 탑재한 선박의 설계 프로세스 및 운항성능 평가에 대하

여 논의하고자 한다.

2.2 DMU 모델을 이용한 전기추진 레저선박 설계 프로세스

국내의 해양레저 산업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다. 중소기업의 여건상 레저선박을 개발하는 과정은 상선과는 

달리 설계보다는 제조공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설계는 최소한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해양레저산

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부가가치 레저선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제조공정 중심의 기존의 레저선박 개발 프

로세스로는 까다로운 선주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

황이다. 이에, DMU 모델을 이용하여 레저선박을 설계하고 설계

선의 성능을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Oh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DMU 모델을 이용한 

전기추진 레저선박의 설계 프로세스와 운항성능 평가 프로세스

를 제안하고자 한다.

Oh et al.(2011)은 Fig. 1과 같이 DMU 모델을 이용하여 레저

선박의 설계 프로세스(이하 가상설계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요구조건을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기

본설계 단계에서는 선형설계, 주기관 선정, 일반 배치 등을 수행

한다. 각각의 구성요소의 중량과 질점의 위치는 DMU 모델에 

저장되며 중량분포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가상설계 프로세스

는 탱크의 위치에 따른 중량분포 변화나 선박의 자세변화를 쉽

게 재계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DMU 모델과 선박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설계선의 유체정역학적 계산을 수행하고, 이 결과와 중량

분포 정보를 바탕으로 배수량 상태에 따른 상세 주요제원을 추

정한다. 가상설계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구성요소의 위

치를 변경시켜 선박의 자세를 조절하고 재계산을 수행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박의 유체정역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하중

조건에 따른 상세한 주요제원도 파악할 수 있다.

Fig. 1 Design process of leisure-ships using DMU model

(Oh et al., 2011)

2.3 전기추진 레저선박의 운항성능 추정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가상설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전

기추진 선박의 운항성능을 추정하는 프로세스(이하 운항성능 추

정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배터리와 같이 한정된 에너지를 사용

하는 전기추진 운송수단은 1회 충전 시 구동할 수 있는 시간 또

는 거리가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또한 소형 레저선박은 주로 

사용자가 연근해 또는 내수면에서 일회성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1회 충전 시 운항할 수 있는 시간 또는 거리를 운항성능을 나타

내는 지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운

항성능 추정 프로세스에서는 최종적으로 운항 시나리오에 따른 

전기추진 선박의 운항 가능시간을 나타내도록 한다. 이는 레저



선박의 운항 목적에 맞는 운항 시나리오를 사용자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운항성능 추정 프로세스는 가상설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진

행된다. 가상설계 프로세스 중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선형설계, 

선체설계, 1차 주기관 선정, 일반 배치 등을 수행하는데, 전기추

진 레저선박의 경우 국내 건조 실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

진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사양을 결정하거나 선체의 주

요제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운항성능 추정 프로세스는 개략적인 요

구사항을 바탕으로, 구성요소의 사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운항성능 추정 프로세스는 요구사항 분석, 입력자료 정의, 전

기추진 시스템 설계, 전기추진 시스템 성능 평가, 그리고 결과 

분석 및 반복 계산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운항성능 추정 프로세스에 필요한 값을 선

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입력 자료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운항시간과 운항속도를 입력 받고 DMU 

모델을 이용한 가상설계 프로세스로부터 얻은 설계선의 저항정

보를 입력한다.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모형시험을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레저선박은 새로운 선형을 개발하는 일부의 

경우에만 모형시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때 입력받는 저항정보

는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DMU 모델과 기존

에 정의되어 있는 저항추정 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입력하

도록 한다. 선박의 저항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은 선형에 따라 다

양한 추정식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추정하고자하는 선형의 종

류에 따라 알맞은 식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기추진 시스템을 배터리 시스템과 추진 시

스템으로 나누어 구성요소의 사양을 결정한다. 배터리 시스템은 

사전에 정의해 놓은 배터리 기본 셀의 정보를 바탕으로 요구조

건에 알맞은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추진 

시스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피와 무게 등을 최소화하는 조합을 찾아야 한다. 추진 

시스템은 저항성능 및 최대속도를 낼 수 있도록 발전기와 모터

의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각 시스템의 사양과 저항성능을 바탕으로 운항시나리오

에 따른 운항시간을 도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결과

가 초기의 요구조건에 알맞은지를 판단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

거나 일련의 과정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기추진 선박

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선박

의 운항성능과 구성요소의 개략적인 사양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는 최종 설계안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소의 사양과 

무게, 부피 등을 알 수 있고, 요구사항 만족여부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2.4 운항성능 추정 프로세스의 적용

이 절에서는 전기추진 선박의 운항성능 추정 프로세스를 실선

에 적용하고, 그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대상이 되는 

설계선은 부산에 소재한 강남조선의 마라도호를 선정하였다. 이 

선박은 현재 기계적 추진 시스템을 전기추진 시스템으로 변환하

고자 설계를 변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정부의 면세유 정책 축소 방침에 따라 앞

으로 소형어선이나 레저선박을 대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

다. 설계선의 주요제원은 Table 1과 같다.

Items Value

L.O.A 16.40 m

Bmld 4.50 m

Dmld 1.90 m

LWT 13.70 ton

DWT 18.53 ton

Table 1 Main dimension of design ship

Fig. 2 Digital mock-up model of design ship

해당 선박은 새로운 선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

상설계 프로세스와 같이 반복적으로 DMU 모델의 형상을 수정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추진 시스템이 전기추진 시스템으로 변

환됨에 따라 선박의 자세나 구성요소의 배치 등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DMU 모델을 이용한 가상설계 프로세스를 설계선에 

적용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선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변환하였을 때 운항성능을 추정하도록 한다. 설계선의 도면으로

부터 DMU 모델 초안을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DMU 모델은 Dassault Systems사의 CATIA를 사용하여 제작하

였고, 저항성능은 DMU 모델을 IGES 형식으로 변환하여 

Formsys사의 Maxsurf Hydromax와 Hullspeed 모듈을 이용하

여 추정하였다. 저항추정 알고리즘은 Savitsky-planning 방법과 

Holtrop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계선의 하중조건에 따른 유체정역학적 계산과 선박의 평형

자세 조건을 계산하기 위하여 DMU 모델을 사용하였다. 하중조

건은 추진 시스템을 전기추진 시스템으로 변환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경하중량 조건과 만재중량 조건으로 구분하여 계산하

였고, 상세한 결과는 Table. 2에서 나타내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설계선의 하중조건과 속도에 따른 저항 및 

유효마력을 추정한다. 저항추정 알고리즘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널리 알려져 있는 Savitsky-planning 방법과 Holtrop 방법

을 사용하였다. Savitsky-planning 방법의 경우 대략 12 knots 

이상의 속도 범위에서 유효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설계선의 



저항과 유효마력을 추정한 자료는 추진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에

너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운항속도에 따른 선박에 

작용하는 저항은 Table 3와 같다.

Items Units
Light weight 

condition
Full load 
condition

Draft m 0.774 0.874

Displacement ton 13.70 18.53

Heel deg 0.0 0.0

Draft at FP m 0.826 0.891

Draft at AP m 0.722 0.858

Draft at LCF m 0.766 0.872

Trim m -0.104 -0.033

Water line length m 14.522 14.590

Beam m 3.892 3.935

Wetted Area m2 55.463 59.942

Waterpl. Area m
2 43.259 45.911

Cp - 0.698 0.720

Cb - 0.193 0.233

Cm - 0.343 0.381

Cwp - 0.765 0.800

Table 2 Hydrostatic and equilibrium status calculation of the ship

Speed 
[kts]

Savitsky-planning Holtrop

LWT Full load LWT Full load

5 - - 0.73 kN 0.79 kN

10 - - 4.82 kN 6.04 kN

15 11.20 kN 11.70 kN 9.59 kN 13.42 kN

20 18.36 kN 18.84 kN 14.95 kN 20.22 kN

Table 3 Resistance estimation of the ship

Fig. 3 Results of electric propulsion system design

앞서 도출된 정보와 전기추진 시스템을 구성하는 배터리 및 

모터의 사양을 가정하면 운항시나리오에 따른 설계선의 운항가

능 시간을 도출 할 수 있다. 초기 추정 과정에서는 설계선에 탑

재될 배터리와 모터를 각각 72 kWh급 배터리 2기, 40 kW급 모

터 2기를 탑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앞서 정의한 운항성능 평

가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운항시나리오에 따른 설계선의 운항시

간을 계산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항속도에 따른 최대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을 Fig. 3와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MU 모델을 이용한 레저선박 설계 프로세

스를 기반으로 전기추진 레저선박의 운항성능을 추정하는 프

로세스를 정립하였으며, 제안하는 프로세스를 실선에 적용하여 

전기추진 선박의 운항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친환경 선박관련 기술이 주목을 받

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전기추진 선박과 관련된 연

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선형설계 및 구성요소의 사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

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세스는 의사결정을 지

원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박에 운항성능 평가 프로세스를 적용하

여 범용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DMU 모델을 생성하

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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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lex subsea working environment introduces poor equipment performance and therefore difficulty of 
maintaining equipment installed on the seabed. Since Deepwater horizontal incident, the subsea industry has recognized the 
need for high levels of system integrity adding to the importance of reliability and the need to manage these both with one 
management system. This trend is called commonly IM&R(Integrity management and Reliability). In this study, RIM case is 
suggested for achieving reliability and integrity in subsea system. and Reliability case frame for assessing reliability of subsea 
pipeline system is presented using GSN notation. 

1. 서    론 

현 인의 전통적 자원 공급처였던 육상 석유 자원의 고갈은 

관련 산업의 눈길을 해상으로, 그 중에서도 심해저로 옮겨 놓았

다. 이전보다 복잡한 심해저의 작업환경은 장비 성능 감소 문제

와 이에 한 보전활동의 문제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에 한 자각을 시작으로 Subsea production sector는 지난 10년

간 해저 생산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으며, 표적인 산출물로 API RP 17N을 발표하였다.(API, 

2009)  2010년 Deepwater Horizontal 사고 이 후에는 시스템의 

신뢰성에 더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 무결성을 강조하면서 무결성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Joint industry programs(JIP)들이 시작되

었으며, 기존의 신뢰성 관련 지침서인 API RP 17N를 기반으로 

하여, 무결성 내용을 포괄하는 업데이트 버전을 진행하고 있다. 

신뢰성과 무결성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요구되는 기능

을 수행할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을 가짐에도 불구하

고 서로 다른 관리시스템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필요한 관리 시스템을 없애고 신뢰성과 무결성을 시스템의 전 

생애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이 둘을 아우르는 하

나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상 

IM&R(Integrity management and reliability)라 한다.(JE Strutt, 

2010) 본 연구에서는 해저 시스템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하

기 위한 하나의 관리 시스템으로 RIM Case를 제안하고, GSN 작

성법을 이용하여 작성한 해저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Reliability 

case 아웃라인을 제시한다.

2. RIM Case: Safety Case의 확장

2.1 RIM Case의 정의  

RIM case는 Reliability, Integrity, Maintainability case의 약자

로, 시스템이 요구되는 수준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만족함을 증

명하는 체계 또는 그것을 증명해놓은 보고서이다. RIM case는 

시스템이 특정 수준의 신뢰성 혹은 무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 제시하는데, 중요한 것

은 이러한 자료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근거들

이 어떻게 RIM 속성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근거가 제시된 맥락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주

장과 근거 그리고 이 둘의 연결 관계를 통해 시스템의 RIM 수준

이 증명된다. 근거로는 요구조건, 설계관련 문서, 분석 자료, 시

뮬레이션 결과, 테스트 결과 자료, 위험등록부, 위험원 기록문서 

등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2.2 Safety Case 소개

이러한 RIM case는 Safety case로부터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Safety case란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관련 기관에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영국에서는 이미 국방, 철도, 

항공, 원자력, Offshore/onshore process industry 등의 분야에서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UK defence sea systems standard JSP 430, UK defence 

standard 00-55, UK health and safety executive railway safety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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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gulations와 같은 표준으로 이에 한 내용이 잘 정립되

어 있다. 

Safety case는 또한 시스템의 안전을 증명하기 위해서 

evidence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근거 기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전관련 표준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방법

론과는 반 되는 방법이다. 규범적 방법론에서는 안전에 한 

근거를 요구하지 않고, 제시된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으로써 안

전이 확보될 것이라 가정한다. 그러나 영국 표준에서는 반규범

적인 근거 기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이 점

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3 Safety Case의 확장

Safety case 개념에서 안전이 아닌 다른 시스템 속성에 해 

다루어 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RIM case이다. 즉, 

Safety case가 시스템의 안전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면, RIM case

는 시스템의 신뢰성/무결성/보전성 속성에 해 전개해나간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defence, software engineering 등의 분야에

서 먼저 착안하여 Dependability Case, R&M Case 등으로 이름 

붙여 사용하고 있다.

Case가 다루는 속성에 따라 사용되는 보편적인 objective, 

argument, evidence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Safety 

case는 ‘시스템이 안전하다’라는 상위 목표를 증명하기 위해

서, 시스템에 존재하는 위험원을 파악하고, 각각의 위험 정도가 

가능한 최소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의 전개를 취한

다. 이에 한 근거로는 주로 Hazard analysis, FMEA 등이 제시

된다. 신뢰성을 다루는 case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신뢰성 수준을 만족함’을 상위 목표로 삼고, 시스템의 가외성 

및 장해 허용력을 통해 이를 증명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근

거로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 Markov 분석 결과 등이 있

다.(Charles B, 2004) 제시된 사례들은 말 그 로 각 시스템 속성

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안일 뿐이므로 적용되는 

상에 따라 적절한 전개 방안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RIM Case 작성법

RIM case는 Safety case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다.

3.1 서술형식의 한계

기본적인 case 작성 방법은 줄 글 형식이다. 그러나 case를 작

성하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영어에 능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나 신뢰성 등 case에서 다루는 시스템 속성에 한 논지

가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case에서 설명하는 하나의 활동은 

가정, 요구사항 등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복잡한 연결 관계를 줄 

글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줄글 형식의 경우, 복잡성을 표현하기에 적절치 않고,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관련 당사자들 간에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ASAM-Ⅱ project에서 개발된 

GSN 작성법이 적합성을 인정받고 있다. 

Fig. 1 Goal Structuring Notation 

3.2 Goal Structuring Notation(GSN)

GSN은 안전에 한 논지를 도형과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현하

는 시각적 작성방식으로, Goal, Strategy, Evidence, Context 등

의 구성요소는 Fig 1과 같이 서로 다른 도형으로 표현한다. 각각

의 구성요소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Goal - 시스템이 달성해야하는 요구사항 또는 목표로, 상위 

goal에서 하위 goal로 계층적으로 분화된다. 

Strategy - goal을 evidence로 전개해나가는 논리로써, goal은 

strategy로 연결되고, strategy는 다시 하위 goal로 나누어진다.

Evidence -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나, 감사보고서 등 goal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Context - 가정, 모델, 기준 등 주요 논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되는 내용을 말한다. goal-strategy-sub goal-evidence

로 이어지는 메인 흐름과 달리 빈 화살표로 표시된다.

GSN은 특히 ASCE(Assurance and safety case environment)라

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으며, ASCE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다양한 source에서 오는 방 한 양의 

evidence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4. 해저 생산 시스템에의 RIM Case 도입

4.1 RIM Case의 장점

RIM case를 작성한다는 것은 설계 및 운영의 최상위 목표를 RIM 

속성으로 두고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스템 전 생

애에서 높은 수준의 RIM 특성 획득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양한 

자료를 evidence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가능한 시스템 설

계를 위해서 어떤 가정을 썼는지, 신뢰성 분석 결과가 무엇인지

와 같은 설계 정보가 운영 단계로 전달될 수 있게 된다. 반 로 

운영 단계에 작성된 RIM case에는 운영 도중 실제로 발생한 고장 

데이터가 기록되어 남겨지므로 다음 프로젝트 설계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RIM case의 장점은 현재 해저 산업분야에서 신뢰성

과 무결성을 아우르는 하나의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달성하



고자 하는 Key principle과도 맞닿아 있다.

4.2 RIM Case 작성 프로세스 

RIM case의 작성 프로세스는 API RP 17N에 제시되어 있는 

DPIF cycle을 따른다.(John Strutt,2012) DPIF cycle은 Define - 

Plan - Implement - Feedback의 4단계를 말하며, 설계 및 운영 

각 단계의 큰 맥락에 해 혹은 장비의 신뢰성을 위해 수행하는 

개개의 작은 활동에 해 적용할 수 있다. DPIF cycle에 따른 

RIM Case의 작성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Define 단계 - 이전 경험, 관련 규정 등을 토 로 시스템이 달

성해야 할 RIM goal을 설정한다.

Plan 단계 - 설정한 RIM goal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작업들이 

수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떤 종류의 evidence가 제시되어

야 하는가를 계획하여 RIM case 아웃라인을 작성한다.

Implement 단계 - 실제 설계/운영 작업에 따른 evidence를 제

시함으로서 case를 완성한다. 경우에 따라 case 아웃라인의 수

정도 가능하다.

Feedback 단계 - 작성된 RIM case를 리뷰한다.

Define&Plan 단계에서는 RIM goal과 evidence 사이의 논리적

인 연결 체계를 구상하여 전체 시스템이 RIM 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웃라인을 제시한다. 주로 발주처가 이 단계를 수행한

다.  시스템 supplier가 결정되면 supplier가 case 아웃라인을 기

반으로 실제 RIM 속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를 evidence로 제출한다. 즉, Implement&Review 단계는 

supplier에 의해 수행된 실제 작업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RIM case 작성 프로세스 중 Define&Plan단계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5. 해저 파이프라인 시스템에 대한 Reliability Case

 

5.1 Reliability Case 작성 개요

본 논문에서는 해저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RIM 속성 중 신뢰

성을 다루는 case를 작성한다. Service Interruption Risk 개념 중 

일부를 도입하여,(W. Kent Muhlbauer, 2004) 파이프라인 시스템

이 계약 요구조건에 제시된 기능을 제 로 수행하는가를 봄으로

써 시스템의 신뢰성을 전개하고자 한다.

Fig. 2 API RP 17N Reliability Assurance Cycle

 

5.2 Pipeline system의 신뢰성 평가 방법

파이프라인의 일반적인 Contract specification을 살펴보면 시

스템이 수행해야할 두 가지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조성을 가진 hydrocarbon을 운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customer에게 알맞은 Flow rate과 Pressure 

condition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pecification에 제시된 파이프라인의 두 가지 주요 기능에 착안

하여 시스템이 이를 수행할 능력을 평가한다.

첫 번째 평가 항목은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product 

성분과 그 성분비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가이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hydrocarbon과 같은 성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성분이 오염되었다, contamination이 일어났다고 말

하고, 이 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성분을 contamination이 

일어난 contaminant라고 말한다. contaminant의 종류에는 

hydrocarbon, 물,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solids 등이 있으며, 주

로 Produc origin, Product equipment malfunction, Pipeline 

dynamics의 3가지 원인에 의해 contamination이 발생한다고 본

다. Product spec.에 한 deviation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성분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성분의 양이 

증가하면 파이프라인 내의 부식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critical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식성에 강한 파이프라인을 설

계한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나 황화수소의 조성 변화보다는 파이

프라인의 주요 목적인 hydrocarbon 자체의 양에 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critical contaminant의 

deviation 발생 가능성을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항목별로 분석하

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평가항목은 product의 delivery condition과 관련된 내

용으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end facility가 수용할 수 

있는 압력, 온도, flow rate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delivery condition에 변화를 일으

키는 원인을 Pipeline failures, Pipeline blockages, Equipment 

failures, Operator error의 4가지로 항목화하였다. 파이프라인이 

적절한 delivery condition을 유지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스템에 

critical한 delivery parameter를 파악하고, 각각의 deviation이 

spec이 제시하는 범위 내에 있음을 보인다.

6. GSN을 이용한 Reliability Case 아웃라인 

5단원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GSN 작성법을 이용하여 

Reliability case 아웃라인을 작성하면 Fig 3와 같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저 생산 시스템의 신뢰성 및 무결성을 관리

하는 시스템으로써 RIM case를 제안하고, 시스템이 이송하는 

product 조성과 이송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해저 파이프라인 시

스템에 한 Reliability case의 아웃라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Reliability case 아웃라인을 통해 해저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신

뢰성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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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important to manage and utilize practically various data generated in life-cycle of ships and offshore 
plants. The master scheme for data exchange between various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configuration of 

information classification scheme would be a fundamental plan to exchange heterogeneous data.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information classifications of legacy system in shipping companies and SWBS(Ship Work Breakdown Structure). To 
classify hull parts, we also have analyzed CHS(Continuous Hull Survey) and PSC check list. we have developed technical 

documents and implemented an information classification program for DEX(Data EXchange) for ships.

1. 서    론  

현대 모든 산업에서는 양질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정보 공

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항공산업에서는 

S1000D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기술문서의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

고(손금준 등, 2012), 자동차산업에서는 전장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 AUTOSAR 표준을 활용하고 있다(한태만 등, 2010). 조선산

업에서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rnization) 10303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을 통

해 선박의 설계/생산단계 정보의 표현과 교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랜트산업에서는 ISO 15926 파트 7을 데이터의 교환 및 

통합을 위한 구현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문두환 등, 2010)(황호

진, 2010). 그러나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설계/생산단계로부터 

운영단계로의 정보 교환은 하드카피 또는 전자파일(PDF)을 통

한 일회성 정보 교환에 그치고 있다.  조선 기자재산업은 다품

종 소량생산 산업으로서, 하드카피의 유실 등에 의한 기자재 정

보의 재수집이 상당히 어렵다(김인한 등, 2007)(손금준 등, 2012). 

또한 하드카피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해운산업에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단계에서의 정보 및 유지보수/운영 정

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기자재업체를 중심으로 ShipDEX 규격을 

개발하여 기술문서들을 교환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

로 해운사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조선소에서 해운사

로 정보를 교환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운영단계 생애주기 데이

터 교환을 위해 정보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데이터 교환 시 발

생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며, 제품의 전 수명주기 동안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표

준화하여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1.1 연구의 목적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생애주기 중 MOL(Middle of Life) 단계

의 운영 관리 기술 체계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실무 효율성을 가

진 "정보 분류체계" 개발/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분류체계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을 실무 중심으로 분류하고, 건조/설계 시 발

생하는 메타데이터(Meta Data), 도면정보,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신뢰성 정보 및 3D 형상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 분

류체계는 조선소, 해운사, 선급 간의 정보 공유 매개체 역할을 하

며, 산업 차원의 지식 공유와 선박 및 해양플랜트산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실무 효율성을 강조한 분류

체계는 ETO(Engineering To Order)산업의 복잡한 선박해양 구조 

분류체계를 통일화하여, 서로 다른 조직 간의 생애주기 관리 시

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1.2 연구의 방안  

실무 편의성을 가진 "정보 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우선 실무에

서 활용되고 있는 유사시스템의 분석을 통하여 최적화된 "구조 

정보 분류체계"의 형태를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류된 정보

들을 획일화하기 위하여 식별코드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보 분류체계”의 최하위 단계의 기술문서를 정의하여, 운영자들이 

활용될 실제 운영 정보의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분류체계 중, NAVSEA S9040-11-IDX-010

을 반영하여 구현된 SWBS(Ship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대형 해운회사가 운영 중인 기간시스

템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각 장점을 통합한 MOL 단계의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선박해양 생애주기의 정보 분류체계”를 구축하

였다. 

2. 정보 분류 체계 설계  

2.1 정보 분류 체계 구성 조건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애주기의 정보 분류 체계는 관리 개념 

및 구조에 의해 구성되며, 정보 분류체계의 구성 조건으로는 다

음과 같다. 

획일성 :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의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개념에 따라 분류 항목과 분류구조를 최적화해야 한

다.  

호환성 : 조선소와 해운사의 필요/요구 정보를 효과적으로 연

계하고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정보의 호환이 가

능하도록 분류체계의 데이터 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단순성 : 동 산업관계자들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 분류체계를 단순하게 코드화하여 실무에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식의 용이성 : 관련 산업의 실무 도구 개발 및 적용 시 기

존 시스템과 용이하게 융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한 형태

로 체계화 및 코드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성 : 동 산업관계자들에 의해 사용될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2.2 정보 분류 체계 요구사항 분석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애주기의 정보 분류체계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미국 NAVSEA(Naval Sea Systems Command)의 

구매/조달을 목적으로 개발된 SWBS(Ship Work Breakdown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분류체계의 주요 활용 대상인 

해운사의 정보 분류 체계를 분석하여 개발 후 실무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①  SWBS 분석 

 SWBS에서는 군함의 구조, 기능의 주요 목적에 따라  4단계의 

계층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군함(선박)을 나타내

며, 두 번째 단계는 기능(명령 및 공격) 및 구조(Hull 및 보조기

기)에 따라 각 항목들이 분류되어져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단계

를 좀 더 상세하게 분류 시켜놓았으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조달/구매를 위한 비용과 관련된 기술문서가 분류되어 있다(Fig. 

4). 

그림 4 SWBS(Ship Work Breakdown Structure)

② 유사시스템 분석

 MOL단계의 산업관계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용되

고 있는 기간 시스템의 정보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Fig. 5는 국

내 중·대형 해운사의 정보 분류체계의 트리형태로 나타낸 것이며, 

유지보수 기능을 목적으로 요구/필요 조건에 충족된 사항들만을 

나열해 놓았다. 필요/요구 조건에 충족된 항목들은 파트, 서브 파

트, 어셈블리, 서브 어셈블리, 기술 문서로 단계별로 분류 되어 

있으며, Work package는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  

Fig 5 유사 시스템 구조화

③ 그 외의 정보를 통한 요구사항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보 분류체계는 유지보수/운영 

및 폐기 시 활용하기 위한 정보의 체계로서, 신뢰성 정보 뿐만 

아니라 설계/건조 시 생성되는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고자 한다. 

그러나 SWBS 및 유사시스템의 항목들은 구매/조달 및 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분류체계이므로, 선체(Hull)를 본 

분류체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PSC(Port State Control) 체크 리스트(Check List)와 

CHS(Continuous Hull Servey)를 통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분

석하였다(Fig. 6). 

PSC 체크 리스트는 운영기간 중 PSC에 의해 검사 받는 항목들

을 선박의 블록 별로 분류한 문서이다. Bridge Main Deck & 

Cargo Hold, Bosun Store 등의 대분류와 Lifeboat Equipment, 



Winch & Foundation 등의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CHS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연차, 중간 및 정기 검사를 위하

여, 선체 구조(Hull Part)를 분류/체계화 한 문서로서 각 선종별

로 대분류로 지정하고, 화물창 및 각종 탱크(Tank)별로 소분류로 

지정하였다. 

Fig. 6 PSC Check List & CHS 문서

2.3 정보 분류 체계 구성 

2.2 에서 분석된 요구사항으로 선박 해양 정보 분류체계를

Fig. 7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Fig. 7  선박해양 정보 분류체계 시

선박해양 정보 분류체계는 Lev. 1 선종, Lev. 2 파트, Lev. 3 어

셈블리, Lev. 4 서브 어셈블리, Lev. 5 기술 문서로 총 5단계의 

계층구조로 제안한다. 5 단계의 계층 구조는 SWBS의 형태를 반

영하였으며, 오직 군함에만 관련된 항목(Command & 

Surveillance, Armament)과 유지보수/운영에 관련 없는 항목

(Outfitting & Furnishing)을 제외하였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

림 8과 같이 Navigation & Communication, Deck Machinery, 

Life Saving & Fire Fighting 항목을 5단계의 WBS 형식으로 추가 

반영하였다(Fig. 8). 

    

Fig. 8 선박해양 정보 분류체계 

2.4 정보 분류 체계 코드화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정보 분류체계는 선종별, 기능별, 구조별로 

각 항목에 따라 5단계의 계층구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정보 체

계는 각 요소별 필요/요구 조건에 따라 분석되었고, 각 유사 사

례 및 유사 체계를 합성하여 조합한 복합적인 분류 체계이다. 복

잡한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여 동 산업체 관련자들 누구나 쉽게 접

근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드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

운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코드 체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 

대형 해운회사의 기간시스템 및 SWBS의 코드체계는 숫자들의 

조합이 다수를 이루며, 일부 해운선사 및 기술문서 표준인 

S1000D 및 ShipDEX는 알파벳(Alphabet)과 숫자의 조합인 문자숫

자식(Alphanumeric)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 SWBS의 코드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추후 함정 및 국외 해운선사에

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Fig. 9와 같은 숫자 코드들의 조합으로 구

성하였다.

Fig. 9 Identification Code 



2.4 기술문서 구현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정보 분류체계의 구성 목적은 신뢰성 데이

터 및 메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MOL 단계에서 활용될 기술문서를 구현하였다. 기술문서 구

현에 앞서 이를 제공할 기자재업체 및 조선소로부터 제공되는 형

식 그리고 템플릿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현재 선박 및 

해양플랜트 인도 시 데이터 교환 형식으로 PDF 및 MPEG 형식

을 통하여 설명서(Instruction)/3D 형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제공된 설명서 상에 기재된 신뢰성 정보를 바탕으로 기기

를 관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축된 기간시스템에 정보 입

력을 용이하게 지원 할 수 있도록, 일반정보, 도면정보, 설명서, 

유지보수 정보, 3D 형상정보로 분류하고 엑셀 파일 및 PDF 형식

으로 정형화하였다(Fig. 10).

일반정보 : 각 파트(Part) 및 장치(Machine)의 기본정보

               (제조사, 제조일자, 크기, 용량/능력, 재질) 

도면정보 : 기자재업체로부터 제공되는 도면 및 인도단계시

조선소로부터 제공되는 도면

3D 형상정보 : 기자재업체로부터 제공된 기기의 조립 및 

                 분해 과정 3D로 표현한 정보

설명서 : 기자재업체로부터 제공된 기기에 대한 운영, 

            조립, 고장 수리(Troubleshooting)을 표현한 정보.

유지보수 정보 : 신뢰성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정보

     

Fig. 10 Ship Classification Scheme 관계도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

하기 위해  “선박해양 생애주기의 정보 분류체계”를 제안하였

다. 이를 위해 우선 “선박해양 생애주기의 정보 분류체계”가 활

용될 산업체의 기간 시스템 분류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유지보수 관련자로부터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앞서 도출된 요구사항들을 미해군에서 작성한 SWBS와 통합하

여 선박해양 생애주기의 정보 분류체계의 원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설계된 정보 분류체

계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편집기(Editor)

를 구현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분류체계의 실무 효율성을 

검증하고, 조선산업의 인도 단계, 해운산업의 운영, 유지보수 단

계에 통일화된 분류체계로 활용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10040162,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운영단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개발)으

로 지원된 연구임.

참 고 문 헌  

김인한, 한순흥, 안경익 (2007), “제품모델 분야의 표준화 현황 

조사 및 로드맵 개발”, Cad/Cam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pp 198-207.

문두환, 김병철 (2010), “ 웹 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국제 표준 

기반의 플랜트 데이터 저장소의 구현”, 산업공학(IE 

interfaces), 제 23권, 제3호, pp 213-220

손금준, 이장현, 김광식(2012). “선박해양생애주기 정보 생성을 

위한 ShipDEX 정보 분석 기초연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 2012 No.5, pp 1318-1326.  

손금준, 이장현, 박개명(2012).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술문서 

교환의 표준을 위한 스키마 분석 및 데이터 작성방안”, 대

한조선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 181-186.

한태만, 조진희(2010).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용 소프트웨어 기

술 및 표준화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5권 제4호.

황호진 (2010). “선체구조 모델 데이터의 교환 표준에 따른 적

합성 시험 기준의 개발”, 한국해양공학회지, 제24권, 제2

호, pp 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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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F 1자유도계   

ABSTRACT:  This paper was presented the Load Resistance Factor Design method for leg design of Jack-up Rig. In-place analysis on various 
factors were considered such as wave kinematic factor, current blockage factor and etc.. In-place analysis using the SDOF(Single Degree of 
Freedom) method used to consider the dynamic effect of the inertia force due to the DAF. The results of leg strength analysis for Jack-up Rig 

presented as the value of the DAF and UC. As a result of leg strength analysis, the factors which have an affect the value of the DAF and 
UC are the wave height and wave kinematic factor.

1. 서    론  

 

고유가에 따른 천해 및 심해 유전개발의 가속화되고 있어서 

심해의 드릴쉽과 함께 잭업리그의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 잭업

리그는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 싱가포르의 경쟁력이 절대적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도 중소형 규모의 잭업리그

를 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잭업리그는 점점 더 대형화 되고 있는 추

세이며, 작업수심도 120~150 m에 이른다. 또한 국내에서도 잭업

리그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해역에서 운용되는 잭업리그 설계에서 

중요한 Leg 설계에 적용되는 한계상태 설계법(Limit State 

Design) 중에서 하중저항계수 설계법(LRFD)에 의한 다양한 

Coefficient를 조사하고 각 선급과 규정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주요 factors

2.1 In-Place 해석 절차

In-place 해석은 Mobile jack-up 구조물에 대한 dynamic 효과

를 DAF(Dynamic Amplification Factor)에 따른 inertia force로 

고려하는 방법인 SDOF(Single Degree Of Freedom) 방법을 이

용하여 해석하였으며, 그 과정은 Fig. 1과 같다.

Fig. 2에서는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wave 및 current에 대해 

여러 가지 factor를 적용하여 해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본 

논문에서 여기에 언급된 내용을 위주로 그 영향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Fig. 1 The procedures of In-pla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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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cedures for calculation of wave plus current 

      forces for static analysis

Table 1 Load factors - Ultimate Limit States

Combination of 
design loads

Load categories

Permanent and variable 

functional loads( )

Environmental 

loads ( )

a 1.2 0.7

b 1.0 1.2

2.2 Load condition factor   

Table 1에는 DNV가 제시한 하중저항계수 설계법에 의한 하

중조합을 나타내었으며, SNAME 및 ISO-19905-1에서는 식 (1)과 

같이 하중조합을 고려해서 해석을 수행할 것을 가이드하고 있

다. 

  F d= γ f,G  G+ γ f,V Gv+ γ f,E [E e+ γ f,D D e]          (1)

여기서 γ
f,G

 = 1.0, the actions due to fixed load

γ
f,V

 = 1.0 , the actions due to variable load

γ
f,E

 = 1.15 , 50 year return period independent extreme 

        metocean data

γ
f,D

 = 1.0 , the inertial actions due to dynamic response 

2.3 Kinematic reduction factor   

Extreme Storm condition에서의 wave 형상이나 크기는 실제 

해상에서 나타나는 deterministic/regular wave와는 다른 특징

을 가진다. 이에 kinematic reduction factor는 storm condition

에서 wave irregularity를 고려하여, deterministic approach에 

포함된 보수적 계산을 완화하는 것으로 wave의 spreading 

factor를 고려한 kinematic factor를 적용하는 방법과 wave 크기

를 줄여서 해석에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Forristall와 Ewans(1998)는 spreading factor가 발생해역의 

storm 종류와 중심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Venugopal(2005)는 북해 해역에 대해서 spreading parameter에 

대한 wave kinematic factor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0.78(s=2),=0.85(s=4),=0.88(s=6), =0.92(s=8)       (2)

Fig. 3 ISO Directional Spreading factors

API (1993)에서는 wave kinematic factor( )를 tropical 

storms에 대해서는 0.85~0.95,  extratropical storms에 대해서는 

0.95~1.00을 제시하였다. 

ISO 19901-1에 의하면 kinematic reduction factor()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max


      

(3)

  여기서   : latitude

    : 잭업구조물의 Leg 사이의 거리

  : 수심, max :최 고,  : max에 해당하는 주기

   : 수심 에서의 max ,에 해당하는 장

Fig. 4 Range and validity of different wave theories for regular 

      waves. 



2.4 Current blockage factor

흐르는 유체속의 복잡한 구조물이 놓여지는 경우에 유체 흐름

방향에 대한 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인접한 구조물에서

의 current 속도가 달라진다. 잭업구조물이나 WTIV에 적용하는 

Current blockage factor( )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2 Current blockage factors for typical GoM jacket-type

          structures

No of Legs Heading Factor

3 all 0.90

4 end-on 0.80

diagonal 0.85

broadside 0.80

2.5 DAF(Dynamic Amplification Factor)

Dynamic Amplification Factor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4)

   여기서,   
 

 



             

Dynamic 하중은 상기 식에서 계산된 DAF와 각 leg에 작용

하는 base shear의 amplitude를 이용하여 inertia force로 치환

하여 모델에 적용한다 그리고 DAF 계산에 있어서 wave 

frequency는 아래의 식과 같다.

      ≺ ≺                     (5)

3. Jack-up Rig의 Global In-place 해석

3.1 Jack-up Rig 모델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델은 Fig.4에서 보는 바와 같이 Leg 길

이가 150m 인 Jack-up Rig이며, 주요 설계 파라메터는 Table. 3

에서 제시하였다.

 

Fig. 5 Jack-up Rig Modeling

Table 3 Design Parameters of Jack-up Rig

Parameter data

Water depth               91.5 [m]

Airgap to max water depth 12.5 [m]

Maximum wave height        max 17.0 [m]

Wave period                   12.0 [sec]

Wind velocity             40.0 [m/s]

Current velocity            1.5 [m/s]

Leg penetration              5.0 [m]

3.2 해석 및 계산조건   

앞 절에서 제시한 Jack-up 구조물의 Leg 설계를 위해서 적용

한 해석 조건은 아래와 같다. 

 - Wave theory         : Stokes V

 - P-Delta               : P-Delta effects Included

 - Leg to hull interface : Fixation system engaged

 - Foundation          : Pinned condition

본 절에서는 Table. 4에서와 같이 Rule & regulation을 참고로 

하여 서로 다양한 factor들을 조합으로 제시하여 그 차이점을 비

교 검증하고자 한다. 

4. 계산 수행 결과

앞 절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factor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해

양구조물 해석 전용 프로그램인 SACS(ver 5.4)를 사용해서 

SDOF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4.1 Mode shape & DAF

주어진 Static 하중에 대한 고유주파수, DAF를 계산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Table 4 Calculation factors for elevated condition

Factors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1.2 1.0 1.0 1.0 1.0

 0.7 1.2 1.15 1.0 1.0

max 17.0

det 14.62 14.62 14.62 17.0 14.62

 12.0

 1.0 1.0 1.0 0.92 0.95

 0.86 0.86 0.86 1.0 0.86

 0.92 0.92 0.92 0.92 0.90

Table 5 Results of Mode Shape & DAF

Items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1st mode 9.4582 8.69328

2nd mode 9.29267 8.51508

DAF 2.518 2.048



4.2 UC에 의한 결과

Fig. 7과 8에서는 각 경우에 대한 UC 값을 나타내었다. case1, 2 , 

3는 모두 동일한 UC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ase 4에서

는 매우 큰 UC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Case 5

에서는 5가지의 조건 중에서 가장 낮은 UC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앞 절에서 언급한 Factor들 중에서는 det와 가 UC에 큰 영

향을 끼치는 factor로 예측된다. 그리고 Fig.8에서도 알 수 있듯이 

X-Brace에 대한 UC 값도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The comparison distribution of deflected & undeflected 

shapes and UC

0.82

0.84

0.86

0.88

0.9

0.92

0.94

0.96

0.98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Leg 1 UC

Leg 2 UC

Leg 3 UC

Fig. 7 Maximum UC for each legs

UC for  X -Brac e

0

0.1

0.2

0.3

0.4

0.5

0.6

0.7

Leg 1
upper

Leg 1
lower

Leg 2
upper

Leg 2
lower

Leg 3
upper

Leg 3
lower

Case 4

Case 5

Fig. 8 Maximum UC for X-brace in two case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잭업 리그 구조물의 하중저항계수 설계법

(LRFD)에 의한 다양한 Coefficient를 조사하고, DAF에 따른 

inertia force로 고려하는 방법에 의한 In-place해석을 통해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Static 하중은 1,2차 mode와 DAF에 직접 영향을 준다.

(2) 잭업구조물의 Leg설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det(maxX)이며, 이 계수는 선급마다 다른 값을 적용한다.

(3) LRFD에 의한 방법은 DAF에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

단 할 수 있다.

(4) UC에 주 영향을 미치는 factor는 wave height이며, 그 다

음으로는 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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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W급 해양온도차발전용 라이저의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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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design of a riser for 10MW O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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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OTEC, Large diameter riser, Numerical study, Hollow

ABSTRACT:The concept design of a riser for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f 10 MW is proposed and its dynamic 

behaviour characteristics is analyzed with numerical method. A riser pipe with a hollow along its thickness in the 

cross-sec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 modulus of its cross-section is designed considering the manufacture. A riser 

pipe with a hollow along its thickness needs a lumped mass at the end of a riser in order to maintain its vertical 

hanging configuration from large buoyancy and strong current. A riser is designed to control its density by inserting 

materials of high or low density into a hollow. The dynamic behaviour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ed riser between 

risers of a hollow and general cross-section is evaluated with the developed numerical analysis tool. The combined 

stress of the riser with a hollow is showed to be dominated by weight of a lumped mass.  A riser with no hollow 

shows large combined stress near sea surface by strong current. Local structural analysis for the cross-section of a 

hollow riser is needed in detail.

 

1. 서  론

해수온도차발전은 심층수의 저온열원과 표층수의 고온
열원을 이용하여, 작동유체를 연속적으로 응축과 기화시키
면서 터빈을 구동시켜 발전하는 장치이다. 해수온도차발전
의 가장 큰 특징은 연속적으로 심층수와 표층수를 공급해 
줄수 있다면, 매우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다. 반면에, 많은 양의 표층수와 심층수를 공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특히 심층수는 수심 수백∼수천(m) 로부터 
해수를 취수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어려
움이 있다. 해수온도차발전을 위해서는 대량의 심층수를 
취수하여 해수면 부근의 발전시스템까지 이송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한 구조물이 라이저이다. 따라서, 대구경 
라이저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해양개발을 위하여 라이저는 해양산업에서 
많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개발해역의 수심 및 구조물
의 특징에 따라, TTR (Top Tension Riser)와 유연라이저 등
이 있다. 이러한 라이저는 대부분이 강재 파이프를 라이저 
재질로 활용한다. 강재 파이프는 대구경 라이저를 구성하
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해수온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움 개념의 재료와 형상을 가지는 라
이저 개발이 필요하다. 

해수온도차발전의 발전사이클에 관한 연구는 오랜 세월
에 걸쳐서 많이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해수온도차발전
의 상용화를 위한 라이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Miller and Ascari, 2011). Miller and 
Ascari는 100MW급 해수온도차발전용 직경 10(m) 대구경 

라이저파이프 개발을 위하여 유리강화섬유 재료를 바탕으
로 단면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단면설계 내용을 검토하
기 위하여 직경 4(m)급 파이프를 연속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국내에서는 대구경라이저에 관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10(MW)급 해수온도차발전용 대구경 라
이저에 관한 개념 설계를 수행한다. 대구경 라이저를 제작
할 수 있는 단면형상에 대하여 고안하며, 고안된 단면에 
대하여 라이저의 거동해석을 통한 거동 특성을 분석한다. 
단면형상은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고려하여, 단면 구성에 
따른 거동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2. 라이저 전체 형상 개념설계
2.1 10M OTEC용 라이저의 제원 결정
OTEC은 표층수와 심층수가 가지는 열원을 활용하여 전기
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의 표층수와 심층수를 필요로 한
다. 심층수와 표층수의 양은 발전용량에 따라 결정되며, 표
층수와 심층수의 수온차에 따라 취수량이 결정된다. 현재 
지구상의 전 해역을 고려할 때, 표층수와 심층수의 수온차
가 연중 일정하게 크게 유지되는 해역은 적도 인근의 태평
양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Vega and Michaelis, 2010). 태평
양 적도 해역은 표층수와 심층수의 수온차가 연중 약 24℃
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4℃의 수온차가 발생할 
경우 10MW급 OTEC 시스템의 필요 취수량은 Table 1과 
같다. 
표층수는 해수면 부근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라이저의 제원 
의 결정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심층수는 수심 1000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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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해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취수 중 관내 마찰손실 등을 
고려하여 라이저의 제원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취수 중 
관내에 에어가 발생하여 캐비테이션(cavita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펌프의 위치도 중요하다. 펌프의 용량에 따라 라이
저의 내경은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르긴 하지만, 관내 유속
이 2∼3(m/s) 정도로 발생하도록 내경을 결정해야 한다. 관
경이 클수록 취수유량은 일정부분 증가할 수 있지만 라이
저 제작 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성이 낮아진다. 반대로 관내
경이 너무 작은 경우 관내 유속이 증가하여 취수 중 에어
가 발생하여 취수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10MW급 OTEC에서 필요한 심층수의 양은 (ton/s)이며, 이
를 위하여 내경 4m의 취수관이 필요하다 (Miller and 
Ascari, 2011). 연중 4도 이하의 안정적인 심층수 취수를 위
해서 라이저의 길이는 1000(m)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라
이저의 두께는 내압과 외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압
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DnV, 2010). 그러나, 심
층수 취수용 라이저는 해저면 끝단이 해수 환경에 노출되
어 있으며, 라이저 내부에는 큰 압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다. 따라서, 라이저 두께는 라이저의 거동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응력이 허용응력 이하로 발생하도록 설계된다. 일반 
라이저와는 달리 OTEC용 라이저는 대용량 취수용 대구경 
라이저이기 때문에, 라이저 제작 비용도 매우 높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라이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라이저 단
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저 단면 
형상 설계 과정은 생략하며, 국외에서 설계된 단면 형상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단면특성을 가지는 라이저 단면에 대
한 해석을 수행한다.  

2.2 라이저 시스템 전체 형상
해양온도차발전용 라이저는 일반 라이저에 비하여 직경이 
매우 크며, 라이저의 직경이 상부 부유체의 제원에 비하여 
작지 않기 때문에 라이저와 부유체의 상호 연성효과가 매
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파랑에 의하여 부유체
가 운동하며, 부유체의 운동이 라이저에 대하여 가진력으
로 작용한다. 그러나, 라이저의 직경이 부유체의 제원에 비
하여 작지 않은 경우에는 라이저의 운동이 부유체의 거동
에 영향을 미치제 된다. 이 경우에는 부유체와 라이저의 
상호거동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부유체와 라이저가 상호 연성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 형상에 관한 설계가 필요하다. 
10MW급 OTEC 라이저는 내경 4(m)를 가지는 비교적 대구
경 파이프로 구성된다. 부유식 상부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약간 상이하기는 하지만, 라이저의 직경이 부유체의 제원
에 비하여 작지 않기 때문에 라이저의 거동이 부유체의 운
동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라
이저 전체 형상 설계에서는 대구경 라이저의 제작 관점에
서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Fig. 2에서는 라이저의 전
체 형상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a)는 라이저의 비중이 1보다 작도록 단면이 설계된 
경우에 대한 전체 형상이다. 라이저는 양성부력이 작용하
여 연직으로 서 있는 형상을 유지하게 되며, 라이저의 상
부 끝단에 추가 부력재를 설치하여 조류 등의 하중에 의하
여 라이저가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라
이저의 상부분은 부유체와 완전 분리되어 서로 거동이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되며, 일정 수심 이하로 잠기도록 
하여 파랑에 의한 직접적인 외력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되
록 한다. Fig. 1 (b)의 경우 라이저는 비중이 1보다 크거나, 
혹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라이저 끝단에 중량체를 설치한 

경우로서, 자중에 의하여 자유롭게 매달린 경우이다. 라이
저의 상부분은 부유체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상부체와 
라이저는 직접 연결된다. 이 경우 부유체와 라이저의 상호 
연성 효과를 고려하여 라이저의 거동을 평가하게 된다. 라
이저의 단면 설계 특성상 비중이 1보다 작은 경우, 혹은 
거동에 의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라이저 하부 끝단에
는 중량체를 설치할 수도 있다. 

(a) Concept A : Self-standing riser with positive buoyancy

 

(b) Concept B : Freely hanging riser with self weight or 

lumped buffer

Fig. 1 Concept design of large diameter riser for 10MW 
OTEC  

Fig. 1와 같은 라이저의 전체 형상 설계 중, (a) 모델은 파
랑 및 상부체의 가진에 의한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동적 
거동에 의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조류가 작용하는 경우 라이저의 상단부분이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치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저의 전체 형상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설계 중에서, (b)와 같은 단면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라이저의 단면 형상에 따른 라이저의 거동 특성을 해석하
였다. 

3. 라이저 거동해석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소개된 라이저의 개념 설계된 내용
에 대하여 기초적인 거동 특성을 분석한다. Fig. 1 (b)와 같
이 설계된 라이저가 극한해양환경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를 수행한다.



3.1 라이저의 단면 형상
 
10MW급  OTEC 구조물 라이저는 내경 4m의 파이프로 구
성된다고 가정한다. Fig. 2은 고려되는 라이저의 단면 형상
을 보여준다. 라이저는 복합재로 구성되며, 단면 계수를 증
가시키면서 전체 중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층으로 구
성된다. 가장 안쪽과 바깥쪽은 유리강화섬유로 구성되며, 
가운데 층은 공극을 형성하거나, 비중 조절용 재료로 보강
하도록 구성된다. 공극을 구성함으로써 라이저 단면 전체
의 재료를 절감하면서 높은 굽힘강성값을 얻을 수 있으며, 
공극에 비중 조절을 위한 물질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2 Cross-section of riser pipe

Table 1 Basic properties of riser pipe

Name Symbol Unit Size

 Inner Diameter   4.0

Thickness of 1st layer   0.015

Thickness of 2nd layer   0.10

Thickness of 3rd layer   0.015

Length of void   0.100

Length between void   0.01

Density of 1st material   1800

Density of 2nd material   2000

Density of 3rd material   1800

Density of vent material   100

E of 1st material   2.1E10

E of 2nd material   2.1E11

E of 3rd material   2.1E10

E of void material   1.0E6

Riser length   1000

Table 1에서는 Fig. 2에서 보여지는 단면의 기본 제원을 나
타내고 있다. Table 2에서는 Table 1에서 제시되는 기본 제
원에 대하여, 계산된 등가굽힘강성, 등가축강성, 단위길이
당 중량, 그리고 등가직경 등을 보여주고 있다. 중공 부분
의 체적이 크며 모두 부력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라이저파
이프의 유효중량은 (-) 값을 가지며 수중에서 부상된다. 따

라서 라이저가 연직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효
중량보다 큰 중량체를 라이저 아래 끝단에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계산된 값을 볼 때, 라이저 끝단에 붙는 중량체는 최
소 700(ton)이상의 중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Calculated equivalent properties of riser pipe

 Axis Stiffness   3.274E+10

Bending Stiffness EI  ⋅ 6.987E+10

Equivalent Eeq.   6.464E+10

 Unit weight in air   1.031E+04

Unit weight in water   -6.540E+03

 Total weight in air   1.031E+07

Total weight in water   -6.540E+06

Second moment of area   1.081E+00

Outer Diameter of Equ.   4.083E+00

3.2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라이저의 전체적인 거동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 라이저의 동적거동해석을 수행한다. 라이저의 
동적거동에 관한 지배방정식을 수립한 후, 유한요소법에 
기초하여 거동특성을 파악하였다. 수치적분은 뉴마크-베타
법을 이용하여 풀이하였으며, 포트란 프로그래밍을 활용하
여 전선해석하였다 (정동호, 1999).

4. 수치해석결과 및 분석
라이저의 거동특성해석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었다. 첫째
는 라이저 단면을 Fig. 2과 같이 구성하는 것으로, 라이저 
파이프 내부에 중공을 두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10MW급 
라이저 뿐만 아니라, 향후 상용화를 위한 100MW급 라이저 
설계를 위한 예비 연구이다. 두 번째는 Fig. 2와 같은 굽힘
강성을 가지나 중공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이 경
우에는 라이저 재질이 비중 1.8을 가지는 유리강화섬유 재
료로 구성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라이저 파이프의 내경은 
동일하게 하고 외경을 계산하는 것으로 Table 2에서 제시
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해양환경자료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Ocean environmental condition  

Wave period, s 15

Wave height, m 10

Current, m/s 1.0

Lateral period, sec 15

Lateral amplitude, m 5

4.1 중공을 가지는 라이저의 거동 특성

Table 4에서는 중공을 가지는 라이저 끝단에 붙는 중량체
의 중량에 따른 고유주기값을 보여주고 있다. 중량이 큰 
중량체가 설치될수록 고유주기가 짧아지는데, 이것은 중량
체에 의하여 전체 질량이 증가하지만 인장력이 증가하여 
강성의 증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a) 1000 (ton) (b) 2000 (ton) (c) 3000 (ton)

Fig. 3 Mode shape of a riser with hollow 

Fig. 3에서는 라이저 끝단에 붙는 중량체의 중량체 크기에 
따른 모드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량체의 크기가 3000 
(ton)을 증가하면서 라이저 아래 끝단의 거동 모드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지만, 거동의 패턴은 큰 변화가 없으며 중량
에 의한 응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2 균일한 단면을 가지는 라이저의 거동 특성
 라이저 끝단에 중량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류가 작용
하더라도 라이저가 거의 연직형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중
량체 없이 자중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해수면 부근의 강
한 조류에 의하여 라이저 아래부분 끝단이 밀려서 이동하
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류가 강한 조건에서 라이저
에 발생하는 응력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 5 Combined stress distribution along riser length with 
current velocity (LM=0.)

Fig. 5에서는 라이저 끝단에 중량체가 없는 조건에서 조류
속도에 따른 복합응력을 나타낸다. 해수면 부근에서 응력
이 크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해수면 부근
에서 파랑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파랑효과와 더
불어 부유체의 거동에 의한 가진 효과도 해수면 부근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조류의 크기에 따라 응력의 
크기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류가 
2.0(m/s)인 조건에서는 조류가 없는 조건에 비하여 약 2배
의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볼 때, 직
경이 큰 라이저는 조류에 대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는 조류에 의한 변형 효과를 줄
이고자 라이저 끝단에 중량체를 설치한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이다. 조류가 1(m/s)인 조건에서 중량체의 중량을 0, 
100, 300, 500 (ton)으로 변화시키면서 해석하였는데, 응력
분포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해수면 부근에서 강

한 조류가 발생할 때 형상 변화로 인하여 크게 발생하는 
응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큰 중량체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결과를 Fig. 5결과와 비교해 볼 때, 두 조건 모두 유
리강화섬유 소재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절대적인 응력은 중공이 없으며 중량체도 설치하지 
않는 설계조건에서 응력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공을 
가지면서 중량체가 있는 조건에서는, 라이저 안쪽과 바깥
쪽을 연결하는 부재에서 안전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평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 6 Stress distribution along riser length with lumped 
weight (current velocity = 2.0)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0MW급 해수온도차발전을 위한 라이저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설계된 내용에 대하여 기초적인 
거동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라이저의 단면계수를 증가시
키고 제작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라이저 단면이 중공을 가
지도록 설계하였다. 중공이 형성되는 경우는 전체 형상 유
지를 위하여 라이저 끝단에 중량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고
려하였다. 또한, 라이저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중공에 
비중 조절용 물질을 삽입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설계된 
라이저 단면에 대하여 거동해석 결과 중공을 고려하는 경
우와 고려하지 않는 두 경우 모두 안전성을 확보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중공이 없으며, 균일한 유리강화섬
유 재질로 구성된 라이저는 해수면 조류가 강한 조건에서 
응력이 꽤 크게 발생하였다. 중공을 가지면서 끝단 중량체
가 매달린 라이저에서는 끝단 중량체의 중량에 의해서 응
력이 지배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국부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단면에 대한 자세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된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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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ptimized mooring system in commercial stage for floating WEC Farm is inevitable to ensure the 

safety of floating WEC and reduce the cost to construct mooring system. Mooring system in floating WEC farm is 

designed in 2 dimension. The anchorless mooring line linked between two floaters is proposed for a concept of 

mooring system in WECs farm. The mooring system in WEC farm is designed with the based on properties of 

mooring system for one floating WEC system. A dynamic behaviour characteristics and safety of the designed 

mooring system under the extreme ocean condition are analyzed with the commercial software of Orcaflex. The 

length adding its suspended length into the length of a basically designed 1 mooring line is proposed as the length 

of the anchorless center line connecting two floating WEC. Stable and high safety in tension of designed mooring 

lines for WEC farm shows in the numerical study. The proposed anchorless mooring system for WEC farm will 

reduce considerable length of mooring line resulting in economic development of WEC farm. 

 

   

1. 서    론

 

   파력발전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파랑현상을 기계적 운동
으로 변환 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장치로써, 1
차 변환장치의 종류에 따라, 월파형, 가동물체형, 공기압축형 
등으로 구분된다. 파력발전 장치는 설치 수심에 따라 천해 고
정식과 심해 부유식으로 다시 나눌 수 있으며, 심해 부유식은 
천해 고정식에 비하여 넓은 해역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활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부유식은 파력발전 장치를 
심해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부유식 구조물 형태가 되며 계류선
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정동호 외, 2012). 계류선은 부유체를 
일정 위치에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악한 해양환경
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활당제(RPS, Renewable Portapolio 
standard)와 같은 정책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신재생 해양에너
지 개발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무한정 

에너지원인 파랑을 이용한 파력발전의 상용화를 위해 많은 국
가와 기업체가 노력하고 있다. 파력발전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1차 변화 및 2차 변환 등의 발전 관련 효율성 증대를 통한 원
천기술의 개발과 동시에 여러 기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경제
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팜(Energy Farm)의 개발이 
절실하다. 파력발전장치의 에너지 팜은 천해 고정식에 비하여 
심해 부유식이 훨씬 유리한데, 그 이유는 에너지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넓은 해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력발전 
장치의 에너지팜을 위해서는 발전장치를 탑재하는 다수의 부
유식 구조물을 직렬 혹은 병렬로 배열해야 하며, 다수의 부유
체는 계류선으로 연결하게 된다. 에너지 팜의 성공 여부는 부
유체 구조물이 파랑에 의하여 상호 간섭받지 않도록 배치될 
수 있는 평면배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의 실해역 실증을 위한 
비용 중, 계류선과 앵커를 포함하는 계류시스템의 비중은 전체 
개발 비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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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유식 파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큰 비용을 차
지하는 계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경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해저지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해저 지반이 암
반 지질일 경우에는 앵커의 비용이 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앵커수를 줄임으로써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파력발전의 실용화를 통하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장치인 
필라미스의 경우 각 부유식 파력장치를 병렬로 설치하여 각각
의 계류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이 경우 계류시스템으로 인한 
경제비용이 증가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점이 있다. 반면, Johanning et al.(2006)은 부유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를 외해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류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파력발전장치의 에너지 팜을 위한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Johanning et al., 
2007). 그러나, 그들은 부유체의 상호간섭 등에 관하여 집중적
으로 연구하였으며, 계류시스템의 효율적인 설계에 관한 연구
는 무시하였다. 계류선의 설계에 관한 다양한 문헌은 출판되고 
있으나, 에너지 팜을 위한 계류선의 설계에 관한 연구는 전무
한 현실이다 (Berteaux, 1976; Shah, et al., 2005; Chen, et al., 
2001; Tahar,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의 에너지 팜을 건설
하기 위한 계류시스템의 초기 설계를 수행한다. 여러 기의 부
유식 파력장치를 계류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2기의 부유
체를 배열하며, 부유체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계류시스템을 
설계한다. 계류시스템 중에서 인접한 부유체 사이에는 앵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류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설
계한다. 1기의 부유체 계류선에 대한 설계치를 기반으로 2기의 
부유체 계류선을 설계한다. 계류선 전용 해석 프로그램인 올카
플렉스를 이용하여 계류선의 거동 해석을 수행하여, 거동 특성
을 분석한다. 

2. 설계 기초 정보

2.1 해양환경 조건
부유식 파력발전장치는 제주해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
으며, 참고문헌에서 사용한 해양환경 조건을 적용하였다 
(Table 1; 정동호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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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체는 현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설계 중인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를 적용하였다 (정동호 외, 2012). 부유체는 높이 
8m, 폭 21m, 길이 29m로 구성된다. 파력발전 에너지 팜을 설
계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계류선의 특성치는 파력발전 장치 
1기에 대하여 설계된 기쵸자료를 활용하였다. 정동호 외 (2012)
는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계류선 설계를 위하여 초기장력에 

따른 계류선의 거동 특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정동호 외, 2012).  
 

3. 파력발전장치 에너지 팜을 위한 계류선 설계 
개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력발전장치의 상용화를 위해서
는 발전장치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발전 효율을 높여야 하며, 
전체 시스템 제작 및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제성을 높여
야 한다. 전체 시설비 중에서 계류선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
에, 에너지팜 설계 시 계류선의 효율적인 설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에너지팜용 계류시스템은 인접하는 파
력발전 부유체 구조물의 계류선을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계류선은 앵커를 사용하지 않으며, 단지 계류선의 자중에 의하
여 앵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Fig. 1에서는 파
력발전 에너지 팜의 계류시스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서, 계류선의 기본 제원은 파력발전장치 1기에 대하여 설계된 
계류선의 특성치를 이용한다. 계류선 중 해저면 위에 놓여 있
는 체인은 반드시 체인 재질이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설계된다. 
그 이유는 계류선의 자중이 부유체의 거동에 대한 복원력 및 
앵커의 파지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부유체의 거동 및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저면 위에 놓여 있는 계류선의 자중
이 저항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계류시스
템을 적용하면 여러 기가 설치되는 경우, 앵커의 사용하지 않
으며 공유하는 계류선의 길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으로 매우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 또한, 계류선의 길이
가 줄어드는 경우는 시스템 해역에 설치되어 차지하는 공유수
면 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
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ig. 1 Concept of mooring system in WaeveEneryFarm

4. 계류선 설계 및 거동해석 
 

4.1 수치해석 개요
본 연구는 앞절에서 언급된 에너지 팜의 계류선 설계 개념을 
기반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설계개념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설계모델의 수치해석은 세장형 전용 상용소프트웨어인 올카플
렉스(orcaflex)를 사용하였다. 올카플렉스는 계류선 등의 세장
형 구조물 전용 소프트웨어이며, 부유체의 거동 특성은 사용자
의 입력자료에 의해 설정된다. 극한 해양환경조건에 대한 거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폭풍우가 30분간 지속되는 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 후 웨이블(weibull) 통계값을 사용하여 극값을 추
정하였다.
Fig. 2는 올카플렉스를 이용하여 모델링된 2기의 부유식 파력
발전구조물과 계류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부유체를 기준으로 
가운데는 1기의 계류선을 배치하였으며, 양쪽에는 각각 3기의 



계류선을 배치하였다. 파랑 및 조류 등의 해양환경하중은 부유
체가 배치된 직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으며, 따
라서, 2차원 해석으로 국한된다. 2차원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부유체의 양쪽에는 각각 3기의 계류선을 배치한 이유는, 2차원
적인 해양환경하중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부유체는 3차원적
인 형상 및 유체동역학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
여 부유체는 3차원적인 거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수치적 불안
정성으로 yaw 운동이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가 발산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체 사이의 계류선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유체 바깥쪽은 3기의 계류선을 설
계하였다.

Fig. 2 Modeling of mooring system for EnergyFarm in 

Orcaflex

부유체 바깥쪽의 각각 3기 계류선의 특성치는 부유체 1기에 
대한 계류선 설계값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Table 2, 정동호 외, 
2012). 두 기의 부유체 사이에 설치되는 계류선은 중량, 길이, 
그리고 초기장력 등을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팜에서는 부유체 
사이의 간격 결정은 부유체의 크기 및 발전 효율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계류선 관점에서 부유체 
간격을 선정하였다. 

Table 2 Basic properties of outside mooring lines

Stud chain (Gr. 3)

Length (m) 240

Bar diameter (m) 0.10

Mass per unit length (te/m) 0.219

Axial stiffness (kN) 1.01E6

4.2 에너지팜 계류선의 거동해석 결과
두 기의 부유체 사이에 설치되는 계류선의 제원과 길이를 선
정하기 위하여 예제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경
우에 대한 네 가지 해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해석은 중앙에 
설치되는 계류선이 부유체 1기에 대한 계류선 특성치를 그대
로 적용하되 길이를 두배로 하는 경우이다 (Table 3). 이 경우
에는 계류선의 길이가 충분히 긴 경우로써, 충분히 긴 계류선
의 자중에 의하여 부유체의 거동을 안전하게 유지하였다. 이 
때 발생한 최대 인장력은 약 2663(kN)으로 예상되어,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나타나서 충분히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앵커를 사
용하지는 않지만, 보다 효율적인 설계 개선이 요구된다.  
Case 1은 계류선의 특성치는 초기 해석과 같지만, 계류선의 길

이를 절반으로 줄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예상되는 최대 
인장력은 허용인장력 이내이지만, 폭풍 지속 시간의 대부분에 
걸쳐서 중앙 계류선이 해저면에서 들려서 거의 일직선 형태가 
유지되었다 (Fig. 4). 즉, 중앙 계류선은 인장력이 매우 크게 나
타나서 전체 시스템이 매우 불안전한 상태로 나타났다. 중앙계
류선의 양끝점과 가운데 점에 대한 장력 시간이력을 살펴보면, 
3절점에서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중앙계류선이 
해저면 위에 놓여 있지 않고 매달린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Case 2는 중앙 계류선의 길이는 유지하면서 질
량을 증가시켰다. Case 1에서 발생하였던 극한 상태 모드는 발
생하지 않았지만, 최대 인장력이 2배 이상 크게 발생하여 안전
율이 낮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계류선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질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초기 장력
이 증가하여 동적응답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초기 
장력을 일정부분 감소시키기 위하여 Case 3에서는 중앙 계류
선의 길이를 260(m)로 증가시켰다. 이 경우는 case 2에 비하여 
극한 인장력이 약 40% 정도로 발생하여 안전율이 높게 발생하
였다.

Table 3 Properties and responses of center mooring line

Case Basic Case 1 Case 2 Case 3

type Stud Gr.3 Gr.3 Gr.2 Gr.2

length, m  480 240 240 260

Dia., m 0.100 0.100 0.150 0.150

Mass, te/m 0.219 0.219 0.493 0.493

Ultimate 

tension (kN)
2663.2 2626.0 3324.4 1304.2

Fig. 3 Top tension at end point of center line in time history

간단한 에제해석을 수행을 통하여 부유체 사이의 중앙계류선
은 일정 이상의 길이와 질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1기 계류선의 설계값을 기본으로 하여 계류선의 

길이 산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1에서 은 중앙계류

선의 전체 길이, 는 중앙계류선의 매달린 길이, 는 중앙계

류선이 바닥에 놓여 있는 길이, 는 부유체 중심간의 거리, 

는 중앙 계류선이 수평거리, 는 중앙 계류선이 매달려 

있는 거리이다. 중앙 계류선의 길이를 한 기 계류선의 기본 길
이와 매달린 길이의 합으로 본다면 다음 식을 만족한다. 

 ≃      (1)



Fig. 4 Ultimate mode of mooring line for case 1

Table 4 Properties of center mooring lines and their ultimate 
response according to line length

Case 7 Case 8 Case 3

H_v 285 285 305

H_tf 265 265 285

l_tf, m  300 290 310

l_b 175 175 175

H_b 45 45 45

l_s 65 65

Bar Dia., m 0.10 0.10 0.10

Outer Dia. m 0.189 0.189 0.189

Mass per UL,te/m 0.219 0.219 0.219

Pretension A, kN 155 200

Pretension B, kN 174 240

Ultimate strength (kN) - 1154 1143

Table 4의 Case 7은 에너지팜용 계류선의 중앙선 제원을 결정
하기 위한 (1)식을 만족하는 조건 및 극한인장력 값을 보여주
고 있는데, 수치해석 과정에서 수치해석적 불안전 현상이 발생
하여 해를 구할 수 없었다. 이 현상은 설계의 오류로 판단하기 
보다는 중앙계류선을 1기로 구성하여 2차원 해석을 수행하나, 
부유체가 3차원 특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3차원 거동을 나타내
면서 수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문제는 
계류선의 초기강성을 증가시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Case 8
에서는 중앙 계류선의 길이를 10m 줄여서 해석하였다. 그 결
과 부유체 및 계류선은 매우 안정적인 거동 특성을 나타내었
으며, 약 11549(kN)의 최대 극한인장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이 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선의 길이를 20(m) 증가시키고, 이와 동시에 부유체 사이
의 간격도 20(m) 증가시켜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Case 9). 이 
조건은 계류선의 초기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해저면 
위에 놓여 있는 계류선의 길이만 증가시키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결과 중앙 계류선에는 약 1143(kN)의 최대극한인장
력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Case 8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 즉, (1)식에 기반한 Case 8의 설계값은 타당한 것으로 사
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파려발전장치를 에너지팜 형태로 개발
할 때 필요한 에너지팜용 계류시스템 초기설계를 수행하였다. 
2차원적인 설계에 국한하였으며,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인 올카플렉스를 이용하여 예
제해석을 수행하였다. 뷰유식 파력발전장치 1기에 대한 계류선
의 설계값을 바탕으로 에너지팜용 계류선 설계로 확장하였다. 
에너지팜용 계류선은 두 부유체를 연결하는 계류선에는 별도
의 앵커를 설치하지 않으며, 계류선만으로 위치유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부체를 연결하는 계류선은 1기 계류선의 특
성치를 그대로 적용하며, 1기 길이와 1기의 매달린 부분 길이
의 전체 합으로 적용될 때 안전한 설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에너지팜을 실증할 때 앵커와 
계류선을 절약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계류선의 길이를 줄이는 것은 전체 에너지팜이 차지
하는 공유수면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3차원으로 확장하
기 위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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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체 적용을 통한 계류선의 설계개선 방안 연구

송제하․정동호․신승호․이광호․홍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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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design for mooring line with lumped weight at sea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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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Mooring line 계류선, Lumped weight 중량체, Numerical analysis 수치해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design of mooring line by attaching the lumped mass into mooring line 

on the seabed. The numerical analysis for the redesigned mooring system is performed to analyze the effect of weight of the 

attached lumped mass with a commercial software of Orcaflex. Ultimate tension of the mooring system with the lumped mass is 

compared with that of bare mooring line in origin design. Appropriately designed weight of the lumped mass is found to induce 

a critical lifted point of mooring line by floater motion in ultimate condition to move toward floater position from the anchor 

point with similar safety factor of mooring line. On the other hand, it is shown that the excess weight of lumped mass induces 

the snapping in a mooring line resulting in low safety factor of mooring system. The optimal weight of lumped mass attached 

at mooring line on seabed contributes to reduce the mooring line length and installation area occupied by mooring system at 

real sea. 

1. 서    론

 최근 신재생 해양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

다. 또한, 천해역에 집중되어 있던 고정식 구조물을 통한 해양

개발이 심해 영역에서의 부유식 구조물로 확대 되면서 경제성

이 더 높은 방법을 찾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유식 구조물’ 은 주로 부유체와 계류시스템으로 나누어

지는데, 계류시스템은 부유체가 일정한 위치에서 본래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구조체이다. 계류시스템 중

에서도 계류선이 운용 중에 파단 된다면 부유체는 본래의 기

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초래 될 수 있다. 

현재 계류선의 해석에 관한 연구는 서적을 통해 기초적인 자

료가 제시 되고 있고, 다양한 연구 논문이 출판되고 있다 

(Berteaux, 1976). 그러나 계류선 설계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축적된 

설계기술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기술의 확보를 위

해서는 계류선 설계 관련 분야에 관한 장기간 연구투자가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류선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체계화

하기 위해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설계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동호 외(2012, a)는 부유식 파력발전구조물의 계류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계류시스템 설계 절차를 정립하였다. 정동호 외 

(2012, b)는 계류시스템 설계에서는 특히 초기강성에 따른 계

류선의 거동 특성을 해석하였으며, 계류선 설계에 있어서 초기

강성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들이 제주해역에 설치될 부유

식 파력발전구조물의 계류선을 설계하였으며, 설계한 계류선은 

총 8기의 계류선으로 구성되며 4점 계류를 선정하였다. 그러

나, 계류선의 설계에 있어서 계류선의 길이는 경제성과 직결되

며,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따라서, 계류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조건에서 계류선

의 길이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파력발전시스템의 계류선 설계에 있어

서, 설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계류선에 중량체를 

설치하는 방안에 관한 설계를 수행한다. 체인으로 구성된 계류

선은 자중이 복원력의 주된 성분이므로, 해저면 위에 놓여 있

는 계류선에 중량체를 설치하여 설계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설계된 계류선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치해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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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 안전성 해석은 세장형 구조물 전용 프로그램인 

올카플렉스(Orcaflex)를 이용하였다. 중량체의 무게 및 설치 거

리 등에 따른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설계 핵심 고려사항

 계류선의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가이드라

인을 설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정동호 외, 

2012, a). 

1) 재질 : 천해와 심해의 천이영역으로 설정하여 자중이 복원

력으로 작용하는 체인으로 가정한다.

2) 계류선과 앵커 연결점 조건 : 계류선이 앵커와 연결된 지점

은 계류선이 바닥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3) 생존조건과 운용조건의 조건 : 생존조건에서는 계류선이 파

단되지 않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설정하며, 운용조건에서는 부

체가 안정적 거동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설정한다.

4) 설계파랑조건 : 구조물 내구성은 20년 수명이지만, 50년 재

현주기로 설정한다.

5) 부체의 수평이동 한계 : 수평이동 한계는 계류선의 안전성

과 부유체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한도 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한

다. 

6) 계류선의 초기장력 : 참고문헌(정동호 외, 2012, b)에서 제시

하는 계류선의 최적 초기장력을 선택하였다.

7) 계류선의 길이 : 계류선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안전성은 증

가하지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며 해상에서 점유하는 면적이 

넓어지므로 해역 활용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초기 설계 자

료인 240m를 기본값으로 사용한다.

3. 설계 조건

 본 절에서는 계류선 설계에 적용되는 해양환경조건 및 부유

체 구조물 등의 조건을 설정한다. 

3.1 해양환경 조건

 본 연구에서의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는 제주 해역에 설치되

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제주 인근 특

정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조건을 설계조건으로 고려하였다. 

Table 1 에서는 제주도 인근해역의 특정지점에 대한 해양환경

조건으로 50년 재현주기 설계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해양연

구원, 2011b). 주된 파랑의 파향은 북서로 고려되지만, 제주도

의 경우 여름과 겨울의 파향이 뚜렷하게 분리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즉, 겨울에는 북서방향의 파향이 지배적으로 작용

하며, 여름에는 남남서 방향의 파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환

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방향에 대하여 극한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각 방향에 대해 작용하는 극한파에 대하여 

계류선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able 1 Ocea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Jeju

Current (m/s) 2.0

Current dir. SW

Wind (m/s) 50

Wind dir. NNW

Hs (m) 8.7

Tp (s) 12.9

Wave dir. NW

Water depth (m) 40.0

3.2 구조물 기초 제원

 파력발전 장치의 기본 제원 및 거동특성은 계류선의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된다. 부유체는 높이 8m, 폭 21m, 

길이 29m의 제원을 가지며, 진자형 발전장치를 위하여 전면에 

2개의 수실로 구성되어 있다 (정동호 외, 2012 a). 

3.3 중량체 기초 제원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의 계류선이 해저면 바

닥에 놓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간격으로 중량체를 설치하

여 얻어지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계류선에 설치되는 중량체의 

기본 제원은 계류선의 총 길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중량체는 직육면체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가정하였으며 

Table 2 에서는 설계에 사용된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 Block density : 2300kg/m^3  ≃ 2000kg/m^3
- Chain dia. : 100mm ( 219kgf/m ≃ 200kgf/m )

Concrete Block 

(m×m×m)
  

 



1m×1m×1m 2 1 5
2m×2m×1m 8 4 20
2m×2m×2m 16 8 40
3m×3m×3m 54 27 135
5m×5m×5m 250 125 625

Table 2 Data of concrete blocks

4. 중량체를 설치한 계류선의 동적해석

 중량체가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계류선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각 계류선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는데, 계류선의 안

전성은 상용프로그램인 올카플렉스를 이용하였다. 올카플렉스

는 세장체 전용 해석프로그램이며, 부유체의 거동은 부유체의 

동수역학적 계수를 입력하여 계류선과의 연성효과로 고려된다.



Fig. 1 Layout of mooring line(left) and its coordinates (right)

Fig. 2 Layout of weight on the mooring line(left)

and its coordinates(right) 

 본 연구에서는 8개의 선으로 구성되는 4점 계류 방식에서 중

량체를 40m 간격으로 설치한 후 설계해석을 시작한다. 앞선 

연구 내용에 따르면, 8개의 계류선으로 구성된 4점 계류에서 

제주해역의 복함적인 해양환경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선수부의 계류선만을 15°조정한 조건에서 최적의 안전율

을 얻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환경조

건이 작용 되어질 때, 터치다운 되는 계류선의 위치를 부유체 

쪽으로 가깝게 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Fig. 1에서는 올카플랙스에 모델링된 계류선의 배치를 보

여준다. Fig. 2에서는 각각의 계류선에 모델링된 중량체의 배치

를 보여준다.

 동적해석에서는 2장에서의 해양 환경 설계조건을 적용하였으

며, 파랑은 50년 재현주기 환경조건을 ISSC스펙트럼으로 구현

하였다. 동적해석의 극한환경 조건은 3시간 풍속지속 조건으로 

해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극한환경 조건에 대한 계류선의 응

답은 3시간 지속시간에 대한 응답을 구한 후 Weibull 분포법에 

의한 장기 추정값을 검토하였다(Dnv, 2001; API 1996).

4.1 설치되는 중량체의 제원에 따른 안전율

  계류선에 설치되는 중량체의 제원을 변화시키면서 파력발전 

장치의 운동 경향을 해석하였다. 이 때 중량체의 제원은 

Table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총 5가지 종류로 질량을 증가시키

며 각각의 계절조건의 환경하중을 적용하여 얻은 안전율은 

Fig. 3과 Fig. 4에 정리하였다. 초기 계류선 제원으로는 직경 

100mm 체인을 선정하였다.

Fig. 3 Safety factor of each mooring line in winter

Fig. 4 Safety factor of each mooring line in summer

 올카플렉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결과 Concrete block을 4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면 안전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Fig. 3과 Fig. 4의 결과로는 100mm체인의 계류선

을 사용할 경우에   의 block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좋게 판단된다.

4.2 설치되는 중량체의 제원에 따른 터치다운 위치 비교

  계류선에 설치되는 중량체의 제원을 변화시키면서 터치다운

되는 계류선의 위치를 비교하였다. 



Fig. 5 Touch down area on 

mooring line (no block)

Fig. 6 Touch down area on mooring line

 Fig. 5에서는 block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장력

이 발생한 계류선이 바닥에서 분리되어진 위치를 도시하였다. 

중량체가 없을 경우 부유체 중심으로부터 약 200m 반경이 최

소로 필요한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공유수면 반경임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는 각각의 block이 설치된 경우에 대해서 최소

로 필요한 공유수면 반경을 나타내었다. 스냅핑이 발생하지 않

으며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의 block을 40m 

간격으로 3개 설치한다면 약 40m의 공유수면 반경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유수면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즉 체

인의 길이를 감소시켜 설치비용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계류시스템 설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계류선에 중량체를 추가하는 방안

을 고안하였다. 계류선에 중량체가 설치된 경우 계류선의 거동 

특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올카플렉스를 이용하여 수

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일정 간격으로 중량체

를 설치하는 경우 계류선의 안전율은 초기 설계치와 유사하게 

발생하면서 계류선이 해저면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점이 초기 

앵커지점에서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계류선

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량체의 중량이 클수

록 계류선 길이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만, 과도한 중량체

의 무게는 계류선에 스냅핑 현상을 유발하여 과도한 인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제안되는 중량체를 계류선에 설치하는 방안은 설치되는 계

류선의 길이를 줄여 경제성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설치구역 

면적 또한 32%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해양환경에서 

설치할 때에는 중량체의 제작성과 설치공법의 난이도 등을 고

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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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robust algorithm for an Integrated underwater navigation system based on VKF(Velocity Kalman 

Filter). The proposed approach relies on a VKF, augmented by a altitude from Echo-sounder based switching architecture to yield robust 
performance, even when DVL(Doppler Velocity Log) exceeds the measurement range and the measured value is unable to be valid. The 
proposed approach relies on three parts: 1) PINS(Pure Inertial navigation system), 2) VKF design, 3) VKF aided integrated Navigation 

filter design. To evaluate proposed method, we compare the results of the VKF aided navigation system with simulation result from a 
PINS and conventional INS-DVL method.

1. 서    론 

관성항법장치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는 회전운동

을 측정하는 자이로와 비력을 측정하는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항

체의 자세 및 속도, 위치 정보를 주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독

립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관성항법장치가 제공하는 항법

정보는 짧은 시간에는 정확하지만 각속도와 가속도 성분을 적분

하여 항법 해를 구하는 특성과 함께 관성 센서 오차 및 초기 정

렬 오차의 누적 등에 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산하게 된

다. 따라서 관성항법시스템의 항법정보는 장시간 후에는 매우 

큰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관성센서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 보조센서를 이용하여 항법 해를 

보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Lee et al., 2004)

수중운동체는 기본적으로 전파가 수중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항법을 위해 LBL (Long baseline), USBL 

(Ultra Short Baseline) 등의 초음파 측위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

들 초음파 센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법 해가 발산하지는 

않지만, 센서의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 고정적인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중에서의 초음파 전달 특성으로 인한 긴 시간 

간격의 샘플링 주기를 가지고 있다. 

수중에서 항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센서로 초음파 도

플러 속도 센서인 DVL (Doppler Velocity Log)을 이용한 복합

항법 시스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Yanrui et al.,2010, Wanli 

et al., 2013) DVL은 항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관성항법장

치의 속도 해가 발산하는 것을 방지하여 향상된 항법 정보를 도

출할 수 있으며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센서의 측정 범위가 수

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중에서 운항 중 수심이 급격히 깊

어지게 되면 속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특이점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INS-DVL 복합항법으로는 한계점이 있다. 이

에 따라 관성항법장치와 보조센서를 융합하기 위한 특별한 알고

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GPS전파가 통하지 않는 수중

에서 넓은 범위의 운용반경을 가지는 수중운동체의 항법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성항법장치와 속도 정보를 이용한 복합항법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일반적인 INS-DVL 항법의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수중운동체의 전동기 정보를 이용한 속도 필터를 제안

한다. 속도 필터는 기본적으로 DVL, 전동기 정보, 측심계로 구

성되고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속도필터를 통해 출력

된 속도 신호는 최종적으로 복합항법 칼만필터의 측정치로 사용

이 된다. 제안한 알고리즘 검증을 위하여 궤적생성을 통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순수항법, 일반적인 복합

항법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2. 수중 복합항법 알고리즘 

2.1 수중 복합항법 알고리즘 개요

  본 논문에서는 관성항법장치의 적분과정에 의한 속도, 위치

오차가 누적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속도정보를 이용

한 수중운동체 복합항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수

중운동체의 속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DVL, EM-log 등이 사

용되고 있으며 DVL은 현재 많은 수중운동체의 속도 보조 정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2 Structure of velocity kalman filter

Fig. 1 Structure of Integrated navigation filter

보로 사용되고 있고 INS-DVL에 대한 복합항법 연구 또한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DVL은 센서의 특성에 따라 측

정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저에서 운항 중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게 되면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DVL의 특성을 고려한 알고리

즘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INS-DVL 복합항법 알고리즘의 단점

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속도 필터를 추가로 설계하

였으며 이는 그림 1과 같다.   

2.2 필터 설계

(1) 속도 필터

  속도 필터의 기본적인 개념은 DVL의 속도 정보 이외에 다

른 속도 정보로서 RPM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RPM정보를 

이용하여 회전수를 속도 정보로 환산하게 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은 추정된 속도정보, 는 현재의 회전수, 

는 DVL 속도정보를 이용하여 RPM정보를 속도정보로 전환하

는 환산계수, 는 RPM의 바이어스를 나타낸다. 즉, 실시간으

로 DVL의 정보를 측정치로 사용하여 RPM정보에 대한 환산계

수와 바이어스를 추정하며, 만일 DVL이 사용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추정한 값을 사용하여 RPM정보를 속도정보로 변

환하여 도출하게 된다. 이 때, DVL의 사용 여부는 측심계로 

판단하게 된다. 그림 2는 속도필터의 세부 구성을 나타낸다. 

     은 항법 좌표계에서의 DVL 및 변

환된 RPM의 x,y,z 축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며,   은 항

체 좌표계에서의 전진방향의 속도를 나타낸다. rev는 수중운동

체의 전동기 회전 수, Altitude는 측심계(ES: Echo Sounder)에

서 측정한 수심, sf와 bias는 속도필터에서 추정한 전동기 회전

수에 대한 환산계수와 바이어스를 추정한 값이다. 

  DVL은 자체적으로 방위계와 경사센서를 이용하여 롤 각(), 

피치 각(), 요 각()을 측정하여 항체좌표계에서 측정된 속도

를 항법좌표계의 속도로 자체 변환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속도 필터의 측정값은 DVL의 성분이고 이를 통하여 RPM의 

환산계수와 바이어스를 추정하기 위해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

하는 것이 요구되며 본 논문에서는 항체 좌표계를 기준으로 

필터를 설계하였다. 그 이유는 RPM정보는 항체 좌표계의 전

진방향에 대한 속도 성분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속도 필터는 항체 좌표계에서의 DVL 속도정보, RPM 정보로 

구성이 되며 항법 좌표계에서의 3축에 대한 DVL 속도를 항체 

좌표계의 전진속도로 바꾸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6) 

속도 필터의 입력값은 항체 좌표계의 DVL 속도 정보  과 

RPM정보 rev이며 이에 대한 시스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7)

이 때 상태변수    

이며 위의 식에서 

∼는 가정된 시스템 노이즈로서 평균이 0이고, 분

산이 Q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White Gaussian Noise)이다. 식 

(7)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8)

k번째 시간 스텝에서 얻어지는 측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 ∼                        (9)

측정 잡음 ∼  또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R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으로 정의되어지며 식 (9)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10)

칼만 필터를 통해 추정한 환산계수와 바이어스를 이용하여 식 

(6)을 수행하면 항체 좌표계에서의 RPM에 대한 속도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항체 좌표계의 RPM에 대한 속도정보

를 오일러 각을 이용하여 변환하게 되면 항법 좌표계의 3축에 

대한 속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식 (11)은 좌표계 변환 식을 

나타낸다. 


  

  

  






                        (11)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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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sincossi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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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스위칭 박스에는 DVL과 RPM 각각 항법좌표계의 

3축에 대한 속도 정보와 수심 정보가 들어가게 되며, 수심에 

따라 어떤 속도 정보를 사용할지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복합항

법 필터의 속도 측정치로 사용하게 되며 이는 식 (12)에 나타

나 있다. 

i f
      

      

                     (12)

(2) 복합항법 필터 

  속도 필터를 통해 추정된 속도 정보는 최종적으로 복합항법 

필터의 속도 측정치로 사용하게 되며 입력값은 가속도계에서 

측정하여 좌표 변환을 수행하고 코리올리 힘, 중력 보상을 수

행한 가속도이다. 복합항법 필터는 위치, 속도, 가속도계 바이

어스를 추정하는 총 9차 필터로 구성된다. 항법 필터의 상태 

및 측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3) 

                                          (14)

                      (15)

                                   (16)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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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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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                           (18)

여기서   는 위치정보,   는 속도정보,     

는 측정된 속도정보을 이용한 가속력 바이어스 추정값, 

     는 입력 가속도이다.

3. 시뮬레이션

3.1 시뮬레이션 개요

 속도필터를 적용한 복합항법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3)은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순

서도를 나타낸다.

 

Fig. 3 Structure of Simulation

3.2 시뮬레이션 환경 

  Mathwork社의 매틀랩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궤적 생성 및 복합항법 알고리즘은 m-code를 이용하

여 구현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모든 계산은 100Hz로 

계산하였으며, DVL신호는 5Hz로 모델링 하여 계산을 수행하

였다. IMU는 0.1deg/hr 급이라 가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으

며, 이미 검증이 되고 정확한 스펙이 존재하는 Honeywell社의 

HG1700(1deg/hr) 모델에 대한 오차 특성을  10배 정도 좋은 

성능으로 생성하였다. 시뮬레이션 총 시간은 27분이고 수중운

동체의 속도는 10노트로 설정하였다. 

3.3 시뮬레이션 결과

  생성한 운항 궤적을 바탕으로 위치, 자세값을 차분하고 IMU

의 에러 요소를 추가해 생성한 각속도 및 가속도 성분을 나타

낸다. 각속도를 바탕으로 자세를 도출하였고 생성된 각속도, 

가속도를 바탕으로 코닝, 스컬링 등 정밀 오차까지 고려하여 

순수항법을 실행하였다. DVL 신호는 5~8분, 15~16분 구간동안 

운용범위를 벗어나도록 모델링하였고 이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최종적인 복합항법 결과는 그림 5에서 보여주고 있다. 

얇은 실선은 궤적생성을 통한 정답, 굵은 점선은 속도필터를 

적용한 항법 결과, 굵은 실선은 순수 항법결과, 얇은 점선은 

속도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INS-DVL 복합 항법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속도 필터를 적용한 복합항



법 결과는 순수항법 및 일반적인 INS-DVL 복합항법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오차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DVL 센서

를 사용하였을 경우 측정범위를 벗어난 구간에서의 데이터에 

따라 오차가 더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일단 속도 보정을 통하여 

발산하지 않고 순수항법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Fig. 4 DVL modeling at navigation frame

Fig. 5 Comparison of total trajectory test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GPS전파가 통하지 않는 수중에서 넓은 범위의 

운용반경을 가지는 수중운동체의 항법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성항법장치와 속도 정보를 이용한 복합항법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이 때 속도 정보는 일반적인 보조센서만을 사용하지 않

고 운동체의 전동기 회전 수를 이용한 속도 필터를 설계하여 보

다 더 향상된 항법 성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시

뮬레이션 결과 순수항법, 일반적인 복합항법에 비하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었다. 

추후 과제로서 보조센서를 더 정밀하게 모델링하는 작업이 필

요한데 여기에는 정밀한 DVL신호 모델링 및 실제 전동기 특성

을 고려한 RPM 모델링 등이 있다. 특히 DVL이 운용범위를 벗

어났을 시 출력값을 실제 센서의 특성에 맞게 모델링한 후, 검

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2차원으로 수행한 시뮬레이

션을 심도 정보까지 포함하여 3차원으로 확장하고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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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 

ABSTRACT: The autonomy of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leads the increase of UUV in commercial and military 
area. Since UUV usually were operated the deep sea in which the elector magnetic wave can be propagated , the navigation 

system which provies the current vehicle’s position is most important factor for UUV’s autonomy. Inertial navigation 
system(INS) which calculate the current position from information about inertia change have been widely adopted into UUV 
and the inertial sensor play an important role in UUV's autonomous operation.

Although the tactical inertial sensor can provide very detail measurement for precise control during long operation time, it is 
not suitable to use the tactical inertial sensor for small size and low cost UUV because of the payload and power constraint. 
One of alternative to tactical inertial sensor in UUV is the 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 (AHRS) based machined electro 

mechanical system (MEMS) technique. The MEMS-based AHRS overcome many problems that have inhibited the adoption of 
inertial system for small UUV such as cost, size and power consumption.
This paper presents the performance evaluation test about the MEMS type AHRS which is developed by LIG Nex1 for small 

unmanned underwater vehicle.

1. 서    론 

 

MEMS 타입 관성센서는 제공하는 측정 정보에 포함된 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Inertial Navigation System(INS)를 구성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적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

유로 MEMS 타입의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자세를 측정할 경우 

INS를 구성하기 보다는 가속도계 측정 정보에 의존하여 자세 

정보를 제공하는 Attitude Reference System(ARS)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진다 (박찬주, 이상정 ,2008; 천세범 2008)

스트랩다운 방식의 관성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자세를 계산할 

경우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자이로 센서의 출력인 각속도를 

적분하여 자세를 계산한다. 적분된 각속도는 자이로 센서의 바

이어스, 환산계수 오차, 비정렬 오차 등의 오차 또한 포함되어 

적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모션센

싱 또는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MEMS 자이로의 경우 저급의 센

서로 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분을 통한 자세계산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적분을 통한 상대값 측정방식보다 운동체의 중

력 성분을 이용하여 자세를 계산하는 정렬방식이 효과적이다. 

계산된 자세의 정확도는 가속도계의 성능에 비례하며 저급의 

MEMS 가속도계를 이용할 경우 roll과 pitch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다. 스트랩다운 방식의 AHRS는 자이로, 가속도계, 

보조 센서를 정렬 알고리즘과 결합필터를 이용하여 roll, pitch, 

heading을 계산한다. 절대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보조 센서로 

GPS, 지자기센서 (magnetometer)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중

환경에서 GPS 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수중운동체의 경

우 지자기센서를 이용한다(K.H Yim. S.I. Yoon,T.Y. Kim ,2002).

소형의 무인수중운동체의 경우 제한된 공간 내에 장착되어야 

하며, 저가이면서 저전력을 소비하는 자세측정장치가 요구된다. 

MEMS 타입 관성센서는 크기, 가격, 전력소비 등 매우 큰 장점

을 가진다. 저급의 MEMS 기반 소형 수중무인운동체용 AHRS를 

구성항기위해 절대방위각 측정을 위한 보조센서로 지자기센서를 

적용하였으며, 지자기센서의 calibration을 통해 시험 및 운용환

경에 의한 오차를 제거하였다(황종현 등 2008.황종현 등 2008)

2. 자세측정장치 

관성항법시스템(Inertial Navigation System)은 관성센서인 자

이로와 가속도계로부터 각속도와 가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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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세를 계산한다. 관성센서의 바이어스 등과 같은 오차와 적

분 방식의 항법알고리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법오차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Brown, R.G. and Hwang P.Y.C. 

,1997;D.H.Titterton and J.L.Weston , 1997).

관성항법은 외부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항법을 수행하며 높은 

해상도와 짧은 출력 주기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항법

이 된다. 무인잠수정의 운용시간에 따라 RLG(Ring Laser Gyro), 

FOG(Fiber Optic Gyro),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관성센서 등을 적용하며 기술발전에 따라 소형, 저가, 

저전력의 장점을 가진 MEMS 관성센서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

전술급 관성측정장치는 기존 자이로인 RLG, FOG에서 MEMS

형 자이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MEMS형 관성측정장치로 

대체될 전망이다.

2.1 MEMS형 자세측정장치 

무인수중운동체용 MEMS 기반 자세측정장치는 roll, pitch, 

heading의 3축 자세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각각 3축의 MEMS 

타입 자이로, MEMS 타입 가속도계, 지자기센서로 구성된다. 무

인수중운동체용 MEMS 기반 자세측정장치는 마이크로인피니티

(주)에서 제작하였으며 형상은 그림1과 같다, 특히 소형 무인수

중운동체에 적용하기 위해 소형, 저전력 소비의 특징을 구현하

였으며 자세측정장치의 제원은 표1과 같다.

3축 자이로와 3축 가속도계로 구성된 6자유도 MEMS 관성측

정장치와 3축 지자기센서 신호를 시그마델타 타입의 24bit ADC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항법컴퓨터에서 센서 

calibration 및 자세계산 알고리즘을 통해 3축의 각속도와 roll, 

pitch, heading을 계산한다.

Fig. 1. Tactical Gyro sensor

Fig.2 AHRS based MEMS for small high speeed UUV

Item spectification

Size 80mm x 49mm x   70mm

Weight 200g (including   case)

Power Consumption <2.2W(nominal)

Table 1. Specificationi of AHRS bsed MEMS 

2.2 자세계산 알고리즘

자이로 출력인 각속도를 적분하여 자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정

지상태에서 가속도계는 각축에서 측정되는 중력 성분을 측정하

여 항체의 자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자세의 정밀도는 가

속도계의 바이어스에 비례한다. 자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속도

를 적분해야 하며 적분과정에서 각속도센서 센서오차도 적분되

어 자세오차가 시간이 자님에 따라 증가하지만 가속도계로 구하

는 자세는 가속도계 출력을 적분하지 않고 자세를 구하여 가속

도계 센서오차에 의한 자세오차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확한 자세값이 된다. 자세한 계산 알고

리즘은 참고 문헌 (황아롬 등., 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3. HILS 시험

3축 MEMS 타입 자이로, 3축 MEMS 타입 가속도계, 3축 지

자기센서로 구성된 무인수중운동체용 MEMS 기반 자세측정장

치를 제작하여 HILS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HILA 

시험 수행을 위한 구성은 그림 과 같다. 무인잠수정의 거동을 

모의하기 위하여 무인잠수정 제어 컴퓨터에 운동 모델과 FMS 

제어 모듈을 탑재하여 운용하였다. 

Fig. 3. HILS configuration for AHRS based MEMS

정해진 Heading 각도과 속도까지 운동한 이후에 제안된 

MEMS 자세 측정 장치 운용 성능에 대해서는 Arom Hwang 

등에서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수중운동체의 초기 가

속구간에서의 Roll 제어성능 확인을 위해 운동모델에 Roll 값 

35도를 인가하여 시험을 수행하여다. 

 그림 ,4 - 6는 140ch 동안 HILS 시험을 전술한 조건에 대해

서 HILS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FMS에서 측정된 FMS 자세값



과 무인잠수정의 AHRS 에서 계산된 자세값을 비교한 결과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림 6은 두 자세값 사이 차이 즉 오차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7에서 FMS 자체 측정값이 참 값으로 삼아

서 비교하였다. 그림 5, 6을 살펴 보면 두 장치에서 측정된 

Roll, Pitth 값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 반면, Yaw 값

은 두 장치에서 측정된 값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Role과 Pitch는 2도 이내 오차를 보여주고 있으나, Yaw는 오

차가 더 커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오차 발생 원인

은 좌표변환행렬이 가지고 있는 특성 상 Roll에 의한 계산 영

향이 Yaw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HILS 시험은 Roll에 의한 영향이 보다 운용 시간이 

길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의 2배 가

까운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운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그림 

8 - 1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5과 마찬가지로 그림 7 -10은 

무인잠수정의 3가지 자세에 대한 FMS 측정값과 AHRS 계산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0은 두 측정값 사이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고 초리 Roll 에 대한 영향은 

yaw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많은 Yaw 변화를 주면서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급격한 

변화 시기에 보다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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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차 발생의 원인은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좌

표변환행렬이 가지고 있는 특성 상에 Yaw가 Roll에 많은 영향

을 받기 때문이며, 또한 FMS 구동으로 발생하는 전자기장 발

생이 FMS 위치적 특성한 Yaw 측정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MEMS 기반 자세측정장치는 저가의 소형, 저전력 소비 특성

을 가지며, 내부 공간이 협소한 소형 무인수중운동체에 적용하

기에 많은 장점을 가진다. 개발된 자세측정장치는 정적자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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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차량시험, HILS 시험을 통해 무인수중운동체에 적용하기

에 충분한 성능을 보였다. 

향후 지구자기장의 왜곡이 없는 조건에서 무인수중운동체의 

추진전지, 추진전동기, 수중음향송신부 등 각 구성부에 의한 

영향에 따른 자세측정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실해역 실험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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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G/LTR을 이용한 자율무인잠수정의 경로제어

김영현
*․이상영

*

*LIG넥스원(주) Maritime 연구소

Course Keeping Control of an Autonomouse Underwater Vehicle using 
LQG/LTR 

      

Yong-Hyun Kim* and Sang-Young Lee*

*Maritime R&D Center, LIG Nex1 Co. Ltd, Seongnam, Korea                     
   

KEY WORDS: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자율무인잠수정, Course keeping 경로추종, LQR, LQG/LTR, Robust Control 강인제

어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linear quadratic Gaussian and loop transfer recovery method to design of an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control. The linear quadratic Gaussian and loop transfer recovery method which takes advantage of robustness and good performance 
in the face of noises is applied to design an autopilot course keeping control. In order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numerical simulations 
are implemented.

1. 서    론 

 

최근 들어 육지는 포화상태가 되고 해양으로 점점 눈을 돌리

면서 무인잠수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 산업, 과

학 분야에서 해양감시정찰, 기뢰제거, 해저환경조사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무인잠수정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관심

을 가지기 시작한 실정이다. 특히 잠수정의 무인화와 자율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잠수정의 무인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원하

는 경로를 추종하는 제어기법이 요구된다. 하지만 잠수정 운동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델링 

오차가 존재한다. 또한 조류 등 수중환경과 센서 오차 등 외란

으로 인해 제어시스템의 안정도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원하는 제

어성능을 만족시키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강인 제

어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비선형 제어기법은 비선형 모델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범위에서 이용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수학적으로 복잡하며 비선

형 모델 역시 모델링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선형 제어기법인 linear quadratic Gaussian(LQG)에  루프형상

을 회복시키는 loop transfer recovery(LTR)을 적용하여 무인잠

수정의 경로제어기를 설계하였다. LQG/LTR은 LQG가 linear 

quadratic regulator(LQR)에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추가함

으로써 떨어지는 여유(margin)를 회복시켜 LQR의 강인성을 보

장하는 기법이다. LTR은 Doyle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항공

기 자세, 경로제어에 주로 이용되었다 (Brown 1994, Doyle et 

al. 1981, Ridgely et al. 1987,  Wise et al. 1990). 또한 잠수정의 

제어시스템 설계에도 이용된 바 있으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

다 (Kim et al. 2011, Lively 1984).

본 논문에서는 loop transfer recovery를 통한 LQG를 이용하

여 자율무인잠수정의 경로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잠수정 

모델은 WHOI(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e)의 REMUS

를 이용하였다 (Prestero 1994).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 무인잠수정의 운동모델을 세우고 3장에서 LQG/LTR을 설

계한 뒤 4장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5장에

서 결론을 기술하였다.

2. 무인잠수정 운동 모델  

2.1 선형 모델  

제어기 설계에 앞서 잠수정의 수학적 모델을 유도하였다. 경

로제어를 위한 잠수정의 수평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x xu                                           (1)

y x 

여기서, x는 잠수정 상태벡터, u는 제어입력벡터, y는 출력 벡

터이다. 식 (1)과 같이 잠수정 운동 모델은 비선형 방정식으로 

선형 제어기 설계를 위해 평형점(equilibrium point)에서 선형화

를 한다. 정상상태에서의 잠수정 속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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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잠수정의 설계속도이다. 평형점에서 속도, 각속도

의 섭동(perturbation)은 매우 작다고 가정하고 선형화를 하면 

식(3)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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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QG/LTR 설계

LQG는 최적제이 기법인 LQR에 측정되지 않는 변수들을 추

정하기 위해 칼만필터를 추정기(observer)로 사용하여 최적의 

보상기(compensator)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칼만필터를 

추가함으로써 LQR과 같은 이득여유, 위상여유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loop transfer recovery를 이용하여 이득, 위상여유를 

회복시킨다. 

식 (4)에 프로세스 잡음, 측정 잡음을 포함시키면 다음과 같

다.

x AxBuGw
y Cx v

                                  (4)

여기서, w는 선형화, 고차 항 무시 등으로 인해 생기는 모델

링 오차에 기인하는 프로세스 잡음, v는 센서 오차 등에 기인

하는 측정 잡음으로 크기가 1인 백색 잡음(white noise)으로 

가정한다. 두 잡음의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다.

 ww
  W                                        (5)

 vv  V

 vw  

여기서   은 기댓값(expectation)을 나타내고, W , V는 

각각 프로세스, 측정 잡음의 공분산(covariance) 행렬을 나타낸

다. 

2.1 LQG 설계

우선 LQR 설계를 위해 프로세스 잡음과 측정 잡음이 존재

하지 않으며 모든 상태변수가 측정된다고 가정한 뒤, 다음의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최소화 하는 이득(gain) 행렬을 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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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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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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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과 같이 주어진 비용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입력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uKx                                            (7)

여기서 이득행렬 K R
 

B

P이며 P는 다음의 리카티

(Riccati) 방정식의 해로 주어진다.

A

P PA 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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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8)

LQR을 이용하여 피드백 이득을 구한 뒤, 상태변수 추정을 

위한 칼만필터를 설계한다. 필터 설계를 위한 추정기 동역학은 

다음과 같다.


x AxBu Ly Cx                            (9)

여기서 x는 추정된 상태벡터이며, L은 필터 이득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  P C

V

 
                                     (10)

P    xxxx
 는 오차공분산 행렬로 다음의 리

카티 방정식으로 구한다.

APPA PC

V

 
CPFWF

                (11)

위 과정으로 제어이득 행렬과 필터이득 행렬을 구한 뒤, 필

터로 보상한 폐루프(closed-loop)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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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xx이다. 식 (12)의 특성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det  I A BK  det  I A LC        (13)

식 (13)에서 보듯이 식 (12)가 점근적으로 안정하기 위한 조

건은 A BK와 A LC의 고유값(eigenvalue)이 음의 



Fig. 1 Frequency response plots


Gain Margin

[dB]

Phase Margin

[deg]

1 41.7 80.9

10 45.4 86.1

100 48.7 89.4

1000 55.5 91.7

LQR inf 95.7

값을 가져야 하며 음의 값을 가지도록 제어이득과 필터이득을 

각각 구하면 식 (12)는 점근적으로 안정(asymptotically stable)

하다. 따라서 LQR을 이용한 제어이득과 칼만필터를 이용한 필

터이득으로 LQG를 구성할 수 있다.

2.2 Loop Transfer Recovery

칼만필터에 기반한 보상기 LQG는 모든 상태변수를 이용한 

LQR에 비해 강인성이 떨어진다 (Doyle at al. 1987). 이를 회

복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측정 잡음에 대한 민감도를 LQR

만큼 최소화시켜주어야 하며 이렇게 칼만필터 기반 보상기의 

loop 게인 특성을 회복시키는 기법이 loop transfer recovery

다. 식 (4)와 (9)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C IA 
B                               (14)

   K IABKLC 
L                  (15)

필터보상시스템의 개루프(open-loop)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C IA 
BK IABKLC 

L

                                                    (16)

이제 식 (4)의 프로세스, 센서 잡음 공분산 행렬을 

W 
T

, V 로 놓고,  B로 가정한다. 여기서 는 

설계 파라미터이며 추정기는 W , V를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

다. 값을 키우면 다음을 만족시킨다.

lim
→∞

    K IA 
B                     (17)

즉, 를 키우면서 LQR의 루프형상으로 근사화 시킬 수 있게 

된다.

4. 시뮬레이션

설계한 LQG/LTR의 검증을 위해 수평면 경로제어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경로제어 시뮬레이션은 REMUS 비선형 모델

에 적용하였으며 제어기 설계를 위한 선형모델은 다음과 같다.

x AxB   (18)

y Cx

A

     
     

   
   

, B

 
 




,

C
   
   

여기서 x   이며 는 타(rudder) 각을 나타낸다. 

LQG설계를 위한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며, LQR

의 루프게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값을 이용하여 재설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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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시스템의 보드(Bode) 선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을 보면 를 증가시킬수록 루프형상이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LQR과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득, 위상여

유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 값에 

따른 이득여유와 위상여유를 나타내었다.

또한 LQG/LTR이 LQR보다 센서노이즈와 같은 고주파 잡음

에 덜 민감함을 Fig 1의 고주파영역에서의 루프게인 감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선수각 측정에 ±1°의 측정오차가 있

을 때의 LQR과 LQG/LTR에 대한 선수각의 계단응답을 나타

낸다. Fig. 2에서 LQG/LTR을 사용했을 때의 응답 진폭이 

LQR을 사용했을 때의 진폭보다 절반 이상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LQG/LTR이 LQR보다 센서노이즈에 더욱 강인함

을 나타낸다. 

Table 1 Gain margin and phase margin related to 



Fig. 2 Step response for 5° heading angle command

Fig. 3 AUV trajectory in a way-point tracking mission

Fig. 4 Vehicle heading angle

Fig. 5 Rudder deflection

다음은 설계한 LQG/LTR 보상기를 이용하여 경로제어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잠수정의 초기 위치는 (0,0)이며 경로점 

위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3은 x-y평면의 경로점 제어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의 경

로점을 무난하게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4.는 

잠수정의 선수각을 나타내며, Fig. 5는 타 각을 나타낸다. 비선

형 모델에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슈트가 생기지만 

5%로 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Table 2 Way-point

point
x

[m]

y

[m]

1 100 50

2 200 50

3 300 100

4 300 200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QG/LTR 기법을 이용하여 AUV의 경로제어

를 위한 강인제어기를 설계하였다. LQR에 칼만필터를 추가하

면서 떨어지는 강인성을 루프전달회복 기법을 이용하여 회복

시켰으며, 제안한 알고리듬으로 비선형 모델의 경로추적 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참 고 문 헌  

Brown, J.M, (1994). "Autopilot Design for a Tail-Controlled 

Missile Using LQG/LTR With Eigenstructure 

Reassignment", American Control Conference, Vol 3, pp 

3278-3282.

Doyle, J.C. and Stein, G. (1981). “Multivariable Feedback 

Design: Concepts for a Classical/Modern Synthesis”,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Vol AC-2, No 

1, pp 4-16.

Fossen, T.I, (1994). Guidance and Control of Ocean Vehicles, 

JOHN WILEY & SONS.

Franklin, G.F, Powell, J.D, and Emami-Naeini, A, (2003). 



Feedback Control of Dynamic Systems, 6th ed., 

PEARSON.

Kim, S.H, Tran, X.T, and You, S,S. (2011). "Study on robust 

controller for underwater vehicle using LQG/LTR 

approach",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

회, pp 1450-1454.

Lively, K.A, (1984). "Multivariable Control System Design for 

a Submarine", Engineers Thesis, MIT. 

Prestero, T, (1994). "Verification of a Six-Degree of Freedom 

Simulation Model for the REMUS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Engineers Thesis, MIT.

Ridgely, D.B, Banda, S.S, McQuade, T.E, and Lynch, P.J, 

(1987). "Linear-quadratic-Gaussian with loop-transfer 

recovery methodology for an unmanned aircraft", 

Journal of Guidance, Control, and Dynamics, Vol 10, No 

1, pp 82-89.

Wise, K.A, (1990), "Bank-to-Turn Missile Autopilot Design 

Using Loop Transfer Recovery", Journal of Guidance, 

Control, and Dynamics, Vol 13, No 1, pp 145-152.



Trinocular Camera 시스템을 이용한 해수면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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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ocean engineering field, the information of the wave monitoring and ocean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for planning, 
design and operation. Especially the wave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effect with design for ocean structures and vessels. For 

this purpose, many methods were considered in the past. For example, the methods are buoy, radar and satellite. However these have the strong 
point and the weak point which are expense, accuracy and loss of device. This paper presents a useful device and method for wave 
directionality measurement.

1. 서    론 

파랑에 의한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운동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

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한 관심 분야이다. 선박의 안

전한 항해와 해양구조물의 동적 안정성을 위하여 운동의 해석은 

필수적이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파랑스펙트럼 (wave spectrum) 

과 RAO (Response Amplitude Operator)의 연산을 통하여 선박

의 운동스펙트럼을 계산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 

해석방법은 통계적 기반에서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비선형적

인 선박의 거동의 특성을 밝히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외국의 사례로는 미해군연구소 (ONR, Office of Naval 

Research)를 주관으로 하는 연구와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레이더를 이용한 파랑관측시스템 개발 업체에서 일부 연구가 수

행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군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럽의 경우에는 다수의 대학과 기업에서 공동연구를 통하

여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레이더를 이용한 파랑

관측 및 운동 예측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 분야는 실험과 필드테스트가 함께 이루어져야하기 때

문에 과정과 정립하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선의 경우에는 해상에서의 실험을 위한 여건이 쉽지 않으

며,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본 연구는 레이더를 통하여 계측된 해수면을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운동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적인 연구로, 이론 및 실험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방법

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는 바이다. 실제 필드에 있는 부유체

는 규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험 수행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축소된 모형을 이용하여 예인수조 및 사각수조에서 실험

을 수행할 때 필요한 방법적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을 시작으로 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부유체의 

운동 계측 방법에 대해서 계산 알고리즘과 함께 언급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해수면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2대 이상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한다. 끝

으로 결과 및 결론으로 이어 질 것이다.

2. 카메라를 이용한 물체 운동 계측

2.1 핀홀 카메라 이론 

카메라를 이용한 물체 운동 계측은 항공기를 이용한 지형 측

량에 관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방

법은 3차원의 형상을 2차원의 카메라의 센서를 이용하여 값을 

얻는 것이다. 단, 2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적 기

법을 활용하는데, 그 기법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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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odel-aided inertial navigation system (MA-INS) for an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which is 
composed of an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a Doppler velocity log (DVL), a depth sensor, and a heading sensor. This paper has derived 
the structure of a dynamic model for the AUV ISIMI100 and set up the identification process for the hydrodynamic coefficients of the model. 
With aiding the dynamic model, we expect that we can improve the performance, reliability and integrity of the underwater inertial navigation 
system. Being combined with the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and the DVL measurements, we additionally estimate the current flow with the 
dynamic mod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navigation system will be evaluated through further researches in sea trials with the AUV.

1. 서    론  

자율무인잠수정이 조류가 존재하는 해역에서 해저를 정찰하

기 위해서는 조류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식별하고 조류중에서도 

운항할 수 있는 항법시스템이 요구된다. AUV에는 도플러 속도

센서(DVL; Doppler Velocity Log)가 필수적으로 탑재되며 해저

면에서 반사되는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AUV의 대지속도를 측정

할 수 있다. DVL을 이용하여 대지속도와 함께 대수속도를 동시

에 측정할 수 있다면, 두 속도신호의 벡터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조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DVL의 해저면 음향반사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중간수층 영역에서 AUV가 운항하는 

경우에는 AUV의 절대속도를 측정할 수 없다. 또한 해저면 반사

가 있더라도 환경적 요인으로 속도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절대속도를 측정하지 못하면 조류추정뿐만 아니라 관성항

법이 발산하지 않도록 보조신호로 이용하는 복합항법시스템 구

현도 불가능하게 된다.

AUV가 중간 수층에서 운항하는 경우, DVL은 해저면 반사신

호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해수에 대한 AUV의 상대속도만을 측

정할 수 있다. 대수속도는 조류가 존재하는 해역에서 운항하는 

AUV의 항법에 보조신호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중간수층 영역

에서 AUV의 안정적인 항법시스템 구현은 주요 연구대상이다. 

USBL을 이용하여 측정한 AUV의 위치신호를 ATM을 통하여 

AUV에 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AUV가 수상에서부터 해저면

에 도달하기 전까지 DR (Dead Reckoning) 항법으로 운항하고 

해저면에 도달한 후에 USBL 위치추적 신호를 ATM으로 전송하

여 AUV의 초기위치를 보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USBL로 측정

된 시점의 AUV위치와 ATM을 통해 전달되는 시점의 AUV 위

치에는 시간 지연에 의한 AUV의 위치오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USBL과 ATM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써 기 개발한 초기위치 보정법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항법시

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Lee et al., 2011). 이 방법은 초기위치 보

정을 위하여 AUV가 일정위치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일정시간 

지속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Hegrenæs와 Hallingstad(2007b, 2011)는 DVL 신호가 유효하

지 않으며 USBL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으

로써 AUV의 운동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한 속도추정값을 항법시

스템의 보조센서 신호로 대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어떤 초

기조건을 갖는 AUV에 대하여 제어입력이 주어지면 이에 따른 

운동응답 추정치를 수학모델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 운동응

답 추정치를 관성항법 시스템의 보조 신호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 Hegrenæs와 Hallingstad(2011)는 이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AUV의 속도정보 취득이 어려운 중간 수층영역에서도 강인성이 

대폭 증대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논문은 조류가 존재하는 해역에서 운항하는 AUV에 대하

여 조류속도를 추정하며 AUV의 대지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중간수층 해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수중통합항법에 관

한 것이다. 본 논문은 수학적인 모델을 항법시스템에 보조센서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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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Hegrenæs 등(2007b, 2011)이 개발한 방법

과 동일하다. AUV의 운동 모델을 이용하여 해수속도를 추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 운동모델을 항법시스템의 보조신호로 이용

하여 DVL 속도 신호 수신이 불가능한 중간수층 해역에서도 운

용 가능한 통합수중관성항법 알고리듬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심이100 AUV의 운동모델(전봉환 외, 2007, Jun et al., 2009)을 

기본 모형으로 전개하였으며, 이를 수중관성항법(이종무, 2003; 

Lee et al. 2007)에 보조신호로 사용하는 통합 항법시스템을 구

현하였다. 시스템 식별을 위하여 AUV의 운동방정식을 선형 모

델링 과정과 미지의 유체력 파라미터를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하

는 과정을 정리하였고, 실험적 검증을 위한 사항을 간략히 고찰

하였다.

2. AUV 운동 모델 및 계수 추정

수중에서 운항하는 자율무인잠수정에 있어서 수직면 운동과 

수평면 운동을 분리하여 제어기를 설계하곤 한다. AUV의 수직

면 위치와 자세는 쉽게 계측이 가능하므로, 항법시스템 구현 관

점에서도 수평면 동특성을 수직면과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이 시

스템의 복잡성을 낮출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해류는 수평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존재하지만 수직방향으로는 흐르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고, 시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는 비회전 유체라고 가

정하였다. 

AUV의 수학적 모델링은 모델링 목적과 유체력 항 처리과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가능하다. Fossen (2002)은 잠수정 

및 수상선박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심이100 AUV과 같은 형태의 AUV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심이100에 적용하였던 운동방정식에 대하여 항

법보조신호로 이용 가능하도록 3차원 운동 모델로 정리하였다.

수평면에서의 AUV의 3자유도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우측항은 추진기와 방향타 외력과 모멘트, 부가질량, 선

형 및 비선형 유체력 댐핑, 자중 및 부력을 나타낸다. 와 의 

선형속도는 다르지만 각속도는 동일하다. 이 관계는 AUV가 운

항하는 유동장을 비회전 유동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에 얻어진다.

3자유도 모델에 대하여, 식(1)의 우측항은 일반화된 외력으로

써  
 , 대지속도와 대수속도 벡터      

및     
 을 이용하여 보다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다. 

물체좌표계b의 원점부터 선체의 무게중심(CG)까지 벡터는 


     

 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강성행렬과 코리올리-구

심력 행렬이 다음과 같다 (Fossen, 2002; Jun et al. 2009; 

Hegrenæs et al., 2007b & 2011).

  










  
  
  

       (2)

  










  
  
  

         (3)

여기서 m은 AUV 선체의 질량, 는 물체좌표계b의 z축에 대

한 선체의 관성 모멘트이다. 

외력과 모멘트는 선체와 유체의 상대운동에 관련되며, 관성운

동과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 식(1) 각항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제어판과 추진기에 의한 외력

  











 

 
 

 




  


  


          (4)

여기서,    는 상하 방향타의 변위각과 좌우 승강타

의 변위각을 각각 나타낸다. 선미에 장착된 주 추진기에 의한 

외력과 모멘트는 다음으로 주어진다.

  













      




         (5)

  이며, 은 프로펠러 회전 속도이다.

2) 부가질량 관성행렬은 으로 나타내고, 는 유체동력

학 코리올리 및 구심력 행렬에 해당되며 다음으로 주어진다. 

  











  

  
  

        (6)

  











   
  

    

        (7)

3) 유체력 댐핑 항은 모델링이 복잡하며 운항조건과 선형형상

에 따라 상이한 값을 보일 수 있다. 양력과 항력 및 모멘트는 날

개 주위 유동으로부터 발생한다. 작은 입사각 범위에서 유동박

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의 모델은 다음으로 표현된다.

  











  
  



   
  

        (8)

이 모델은 제어판과 선체의 간섭효과를 고려되지 않았다. 저

속에서 지배적인 선형 표면 마찰력 항은 다음으로 나타낸다. 

  










  
    

      
        (9)

식(9)는 난류 또는 비선형 마찰력, 와동 발생에 기인하는 댐핑

(유체 박리에 따른 교차유동 항력 및 비선형 양력)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의 축방향 성분은 선체와 제어판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 유체동력학 댐핑은 

≡ 으로 정리된다.

4) 복원력과 모멘트는 다음으로 얻어진다.

  










 sin
 cos sin


       (10)

여기서  는 선체 중량과 부력이다. 

식(1)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속도   또는 관성속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상태변수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상대속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모델식 (1)은 다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11)

여기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 으로 나타

내고,  ≡    으로 치환하였다.

 는 두 변수 과 의 함수이기 때문에 해류속도는 

측정되거나 추정되어야 한다. 해류속도, 선체 자세 및 대수속도 

이 알려지면, 속도 는 벡터조합과 좌표축 변환으로 얻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되는 INS 보조항법 시스템의 KF는 실

시간 해류속도 추정을 포함한다. 유동장이 비회전 일정 유속이

며 선체의 종․ 횡동요 변화율이 작다면, 운동 모델은 다음으로 

정리된다.

              (12)

이 관계식은 (11)의 를 로 대치한 것과 동일하며, 해류속

도가 영인 경우(  )에도 유효하다. 위의 서로 다른 3차유도 

모델은 미지의 파라미터 세트를 갖는 그레이 박스 모델이다. 수

학 모델의 파라미터들은 미지수이므로 이를 식별해야 한다. 

식(12)에 포함된 외력항 계수가 선형적이므로, 파라미터 식별

을 위한 모델로 (12)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기지 관측 

벡터 ∈ , 기지 선형 복귀자 ∈× , 및 미지 파라미터 

벡터 ∈로 구성된다. 즉, 모델 (12)는 다음으로 재구성 된

다.

            (13)

미지의 파라미터 벡터 는   이며 다음과 같다.

                   

           


     (14)

모든 미지 파라미터가 식별된 이후에, 상태변수 재생을 위하

여 표준 수치적분 루틴이 사용될 수 있다. 즉, 제어판 및 추진기

력 등 알려진 제어 입력이 주어지면 전후동요, 좌우동요 및 선

수각 동요 방향의 대수속도 값들이 수학 모델을 기반으로 얻어

질 수 있다. 추진기 제어입력과 방향타․ 승강타의 제어입력은 정

확하게 주어지며, AUV의 롤, 피치, 각속도 등은 IMU 또는 AHRS

를 이용하여 계측된다.

파라미터 식별을 위한 모델은 AUV 모델 (11)에 대하여, (13)의 

항목들이 기지의 관측벡터 항과 미지의 항으로 나누면 다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15)

             (16)

여기서 ≡ 로 정의하면, 선형 복귀행렬 는 다

음과 같다.

 

 







 


            

              

              






(17)

선형 모델 (13)의 모든 항은 (17)에 주어진 미지 파라미터 벡

터 을 제외하고 측정가능하거나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부

가질량 항은 계산 가능하며, 제어판에 관한 계수는 준-경험식에 

의해 근사치로 구할 수 있다. 추진기 시스템에 대한 파라미터는 

실험적으로 얻어 진다. 이심이100 AUV에 대한 계수는 실험적으

로 구한 값을 이용하였다 (Jun et al., 2009).

파라미터 식별 프로세스는 AUV의 가속도, 속도, 방위각 측정

값 및 제어판 입력값을 이용하여 선형 모델 (13)의 파라미터 벡

터를 추정한다. 본 논문의 파라미터 식별법은 다음의 최소제곱

법을 이용하였다.

 arg



min 




  
    (18)

여기서 는   스텝 샘플시간을 나타내며, 유체력 계수의 범

위 

 ≤≤  를 지정하여 변수 식별의 정확성을 높였다. 

3. 조류추정 및 모델보조 통합항법시스템

AUV의 자세를 고려하고 대지속도 측정값을 활용하면 해류속

도가 추정될 수 있다. 해류속도가 알려지기만 하면 좌표축 변환 

및 벡터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대수속도를 알 수 있다. 전체 시

험 데이터를 수학모델에 피팅하기 전에 해류속도를 우선 추정하

고, 이 후에 AUV의 대수속도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류가 존재하는 해역에서 운항하는 AUV의 대지속도와 대수

속도 및 조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9)

대지속도 는 해저면에 반사되는 DVL 신호로 계측되며, 최

소제곱법에 의한 최적해를 구한다. ≡ 를 정의하고 N개 샘플

에 대하여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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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여기서,  
 

 
 

 
  . 

좌변의 벡터와 우변의 행렬을 각각 와 롤 정의하면 최소

제곱법으로 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arg min           (21)

대수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면 다음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조류

를 추정할 수 있다. 



 

           (22)

관계식 (19)는 AUV의 운동특성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20)

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확한 조류추정을 위하여 천이구간의 데

이터를 배제해야 한다. 

조류 추정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써, 본 논문은 AUV에 주어지

는 제어입력과 초기조건에 대하여 운동모델을 이용하여 대수속

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앞 절에서 유도한 AUV 운동모

델과 모델의 유체역학 계수를 이용하고, 복합항법시스템에서 얻

어지는 변위, 속도, 가속도를 초기조건으로 이용함으로써, 방향

타 및 추진기 등의 제어입력에 대하여 AUV 운동 응답을 계산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류의 방향과 크기를 온라인으로 계

산된다.



m = 38kg L = 1.585m D = 0.2m

∇ = 38.5kg (xG, yG, zG) = (0.0, 0.0, 0.03)m

Ix = 0.2520 Iy = Iz = 3.176 n0 = 5.2

ax=cx=dx=0.0, bx=0.05 ′  ′ 
′  ′  ′ 

Table 1 Principal characteristics and hydrodynamic coefficients 

of ISIMI100 and the thruster.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integrated inertial navigation 

system aided with the dynamic model of an AUV and 

a current estimator

DVL 속도계측을 이용하는 측정방정식(Lee et al., 2007; 

Hegrenæs et al., 2011)과 동일한 과정으로 운동 모델(DM)을 항

법 보조신호로 이용할 수 있다.

스트랩다운 관성센서로 구성된 항법시스템로부터 얻어지는 

속도 추정변수 

와 운동모델의 속도추정치 

VM 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Titterton, 1997; Lee at al. 2007).

 
DM     DM
   ×


DM

               (23)

여기서,  성분은 각 변수의 추정오차를 나타내며, 는 DVL의 

비정렬오차와 환산오차에 기인하는 오차, 
은 물체고정좌표

계에서 항법좌표계로의 변환행렬, 는 AUV의 오일러 자세각이

다.

운동모델을 갖는 수중관성항법시스템의 상태방정식은 IMU- 

DVL 복합항법과 동일하게 다음으로 정리된다.

    ∼             (24)

여기서,

      
  ∇

 
    



   × × × 
 

   × 


         (25)

F(t)는 스트랩다운 IMU의 시스템 행렬로서, AUV의 위치, 속

도, 자세를 계산하는 미분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다. 시스템의 

상태변수 x(t)는 21개의 상태오차를 나타내며, 과 은 위도 

및 경도 오차, 는 고도오차, 는 3차의 속도오차 벡터, 는 

3차의 AUV 자세 벡터, ∇ 및 는 가속도계 및 자이로의 바이

어스 오차 벡터, 는 운동모델의 오차 벡터, 는 방위각 바이

어스 오차를 나타낸다. 계측오차 는 제로 평균이며 오차공분

산이 인 가속도계 및 자이로의 노이즈를 나타낸다. 

k번째 시간 스텝에서 얻어지는 측정방정식은 오차 상태변수

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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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추정치를 나타내며, 
은 좌표변환행렬 



의 첫 번째 행이고, 는 각 센서의 측정오차를 나타낸다.

항법오차의 추정은 확장 칼만필터(Gelb, 1974)를 통하여 이루

어지며, 간접되먹임방식으로 최종 항법해가 얻어진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스트랩다운 IMU를 기반으로 하면서 운동

모델과 함께 DVL, 심도계 및 방위계를 보조센서로 이용하고 

USBL을 포함하는 수중 복합항법시스템의 개략 구성도를 나타

낸다. 이 항법시스템은 보조센서의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확장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IMU 단독으로 위치를 추정하며, 외부의 

측정신호가 유효한 경우에 오차행렬과 상태변수를 보정한다. 

ATM을 통하여 USBL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시간지연을 고

려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계수 식별 및 항법보조 적용을 위한 검토

이심이100 AUV는 동일한 형상의 모선인 이심이 AUV가 존

재하여 무차원화된 운동계수를 공용으로 아용하였다. 조류가 큰 

해역에서 조류를 추정하며 해저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

한 모델이 필요하다. 운동 모델을 이용한 파라미터 식별을 위하

여, 관성력과 제어입력에 해당하는 값은 기존의 방법으로 추정

한 값을 이용하고, 유체력 계수를 식별한다. 표1은 이심이100 

AUV의 주요 제원, 관성력 계수 및 추진기 관련 계수를 나타낸

다.

추정계수의 초기값은 유사선형인 이심이 AUV의 값을 이용한

다. 식 (18)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계수 식별을 위해 선정된 측정

데이터는 아웃라이어와 같은 이상신호를 포함하는 경우는 파라

미터 식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상신호를 사전에 제거한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라미터 식별 과정에서, 유체력 계

수의 추정치 초기값은 이심이 AUV의 값을 이용하여 국부 최소

값을 회피하도록 수행한다,

Fig. 2는 이심이100 AUV를 이용하여 사각형 궤적을 30분간 



추적한 시험결과이다. 실험은 2011년4월 거제도 장목만에서 실

시되었으며 이 지역은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해역이다. 

하지만 조석에 따라 조류가 존재하며, AUV가 수면에서 운항하

는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표면 조류가 존재한다. (절대크기

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시험은 항법 성능 비교를 

위한 것으로써, AUV가 수면운항하며 GPS 위치데이터를 취득

하며 운항하였다. 

이 데이터에 대한 파라미터 식별 시험은 논문제출마감 시점까

지 완료되지 못하여 결과를 논문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결과 검

토는 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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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jectory of ISIMI100 AUV in planar motion at surface 

      for 30 minutes - Blue: IMU-DVL navigation, Red: GPS.

5. 결   론

본 논문은 AUV의 운동 모델을 이용하여 해수속도를 추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 운동모델을 항법시스템의 보조신호로 이용

하여 DVL 속도 신호 수신이 불가능한 중간수층 해역에서도 운

용 가능한 통합수중관성항법 알고리듬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수중복합항법 알고리듬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이심이100 AUV의 실해역 시

험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환경을 모사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중에 

있다. DVL을 이용한 수중항법과 운동 모델을 보조센서로 이용

하는 통합수중항법은 AUV 항법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

으며, DVL 반사신호 취득이 불가능한 중간 수층 해역에서도 일

정시간 항법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보조 항법 기술을 적용한 성능시험 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검증할 예정이다.  

후    기

  본 논문은 ㈜한화의 지원으로 수행중인 자율무인잠수정 조류

추정 알고리듬 개발 사업의 중간 결과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의 심해무인잠수정 운용사업에서 일부 지원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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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anta-type UUV 만타형무인잠수정, Motion control 운동제어, Heading angle control 방향각제어, Depth control 수심
제어, Navigation control 자율운항제어

ABSTRACT: The method that control a motion of UUV using rudder and elevator fins is more efficient than that through multiple thrusters 
in terms of energy performance. In case of depth control for UUV through elevator fins, there i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heave motion and 
pitch motion of UUV. So,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depth of UUV using limited elevator fins which are attached at only stern part. We 

developed the Manta-type UUV with four elevator fins, which are actuated independently, in order to control simultaneously a heave motion 
and pitch motion of the UUV in diving plane. The effectiveness of control algorithm was verified through a series of simulations and sea-trials.

1. 서    론 

 

최근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자율무인잠수정은 해양 환

경 조사, 물 자원 탐사 등의 민간 작업에 이용될 뿐 아니라 기

뢰 제거나 유도 무기등과 같은 군사  목 으로도 사용되고 있

다. 따라서 해양산업  군사  목 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 주행하는 무인잠수정에 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이 더욱 증 되고 있다. 일반 으로 어뢰형태의 무인잠수정이 

가장 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미 해군에서는 1990년

 반부터 MTV(Manta Test Vehicle)의 연구를 진행하 다. 

MTV의 설계 개념은 잠수함의 모함에 부착되어 있는 UUV가 필

요시 모함에서 분리되어 작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PMM(Planar Motion Mechanism) 시험을 통한 만타형 무인잠수

정에 한 유체력미계수를 측정하여 6자유도 운동방정식 모델

을 제안하는 등 국내에서도 만타형 무인잠수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손경호, 2006). 본 논문에서는 MTV의 설계  

운용 개념에 기 를 두어 만타형 무인잠수정을 설계  제작하

다. 한 다수의 추진기를 이용하여 방향각  수심제어를 수

행하는 무인잠수정과는 달리 수평타의 조작을 통하여 수직평면

에서의 운동을 제어하는 무인잠수정에서는 수심운동과 피치운

동이 매우 연성 인 계를 갖기 때문에 하나의 제한된 제어입

력을 통하여 구동되는 수평타로는 두 운동모드를 동시에 제어하

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잠수정의 수심과 피치방향 

회 운동을 동시에 제어하도록 하기 하여 선수  선미부 양

쪽에 독립 으로 제어 가능한 4개의 수평타를 부착하 다. 뿐만 

아니라 좌우 수평타의 조작 방법에 따라 롤방향의 운동도 제어

가 가능하다. 이처럼 수직운동, 롤방향  피치방향 회 운동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제어알고리즘을 기존 수상선에 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만타형 무인잠수정에 용하고 이를 실험을 통

하여 검증하 다 (김진환, 1998). 한 무인잠수정의 운동제어에 

사용된 제어알고리즘을 수 에서의 자율항주 실험에도 용하

여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 다.

2. 시스템 구성  동역학 모델 

2.1 시스템 구성

만타형 무인잠수정의 구동부  제어 의 구성은 잠수정 후미

에 장착된 1개의 추진기를 통하여 이동하게 되며, 잠수정의 선

수  선미 부분의 양쪽에 부착되어 있는 각각 독립 으로 구동

되는 4개의 수평타를 이용하여 잠수정의 수직 운동과 롤방향,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Table 1 Specification of Manta-type UUV

Item Specifications

선형 Manta-type (Flat-fish type)

제원 1.5×0.55×0.26 (L×W×H) [m]

량 40 [kgf]

추진기 Tecnadyne model-300 (1EA)

서보 모터 EX 106+ (5EA)

제어 보드 Onboard PC

항법 센서 DVL, Gyrocompass, Pressure Sensor, GPS

배터리 25.7V-6.6AH 리튬폴리머 (5EA)

통신 RS-232, RS-485, WiFi

피치방향의 회 운동을 가능하도록 한다. 한 잠수정의 상부

와 하부에 설치되어 공통으로 움직이는 2개의 수직타를 통하

여 요방향의 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수 에서는 

GPS 신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수정의 수 에서의 이동 

경로를 계산하기 하여 DVL(Doppler Velocity Log)을 통한 

잠수정의 속도정보, Gyrocompass(PNI’s TCM5) 센서를 이용한 

잠수정의 방향정보를 획득하여 이동 경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잠수정의 수심을 측정하기 하여 NI-DAQ 보드

를 통해서 압력센서의 데이터 값을 얻게 되며, 계측  항법 

시뮬 이터는 LabView 로그램을 이용하여 GUI 형태로 로

그래  되었다. 이와 같은 만타형 무인잠수정의 상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한 Fig. 1은 실제 제작된 만타형 무인잠수정

의 외형을 나타낸 그림이고, Fig. 2는 체 하드웨어 시스템 구

성도이다. 수   수상에서 무인잠수정의 상태값들을 측정하

는 DVL, Gyrocompass, GPS 등의 센서 데이터들은 Onboard 

PC와 RS-232 통신방법을 통하여 수신하게 되며, 잠수정의 운

동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RS-485통신을 통해서 서보 모터가 

구동된다. 한 NI-DAQ 보드를 통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추

진기를 구동시켜 무인잠수정에 추진력을 인가하게 된다.

         

Fig. 1 Manta-type Unmanned Underwater Vehicle

  

Fig. 2 Overall structure of hardware system

2.2 수학  모델링

설계 제작된 무인잠수정의 동특성을 악하고, 앞으로 설계될 

무인잠수정의 운동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설계된 만

타형 무인잠수정과 같은 모델에 한 수학  모델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NED 좌표계를 이용하여 유도된 만타형 

무인잠수정의 비선형 6자유도 운동방정식은 식 (1)과 같으며, 유

체력에 포함되는 모든 유체력미계수들은 PMM 시험을 통한 값

을 이용하 다.

 
    

   
    

  
     

  

      
       

     
      

        

     
     

        

      

(1)

여기서 은 무인잠수정의 질량, 는 각 첨자의 축에 한 질

량 성모멘트를 나타내고,     는 질량 심의 치를 나

타낸다. 한     와     는 각각     축에 한 병진

운동의 속도  회 운동의 각속도를 나타낸다. 식 (1)의 우변에 

있는           은 각각 운동방향에 한 외력과 

모멘트이다.

3. 운동제어기 설계

3.1 방향각 제어

만타형 무인잠수정의 방향각 제어는 잠수정의 상부와 하부에 

부착된 2개의 수직타를 통하여 수행된다. 2개의 수직타는 하나

의 명령각도로써 동시에 작동되며, 방향각 제어에 있어서 기존

에 하부 수직타 하나만 부착된 잠수정 모델에서 수직타의 움직

임에 따라 발생하는 롤링모멘트에 의한 불안정성을 상쇄시키기 



하여 잠수정의 상부에도 같은 크기와 형상의 수직타를 새롭게 

부착하여 방향각 제어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 다. 

잠수정의 목표 방향각을 추종하기 하여 가장 간단한 형태의 

PID 제어기를 설계하여 방향각 제어를 수행하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식 (2)와 같이 분제어기를 

제외한 PD 제어기를 사용하여 방향각 제어를 수행하도록 하

으며, 제어 입력은 상부와 하부에 동시에 용되는 수직타의 각

도이다.

          (2)

여기서,  는 각각 잠수정의 실제 방향각과 목표 방

향각을 나타내고,  는 잠수정의 실제, 목표 요각속도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값은 0으로 사용한다.

3.2 수심 제어

만타형 무인잠수정의 수심 제어는 잠수정의 선수  선미 양

쪽에 부착된 독립 으로 구동되는 4개의 수평타에 의해 수행된

다. 잠수정의 수직평면에 한 운동은 수직방향 직선운동과 피

치방향의 회 운동이 크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두 방향의 운

동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롤방향의 회 운동

도 수평타의 조작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심제어를 

수행하기 하여 수직운동, 롤방향 회 운동 그리고 피치방향 

회 운동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의 설계가 필요하다.

충분한 양력과 항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무인잠

수정의 선수부와 선미부 수평타의 구동 형태에 따라 무인잠수정

이 수직으로 운동할 수도 있고, 롤방향  피치방향의 회 운동

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처럼 4개의 독립 으로 구동되는 수평

타의 자세에 따른 운동모드를 Table 2에 정리하 다. 각 제어

의 양의 방향은 선체고정좌표계의 축에 하여 오른손법칙을 

용하 을 경우 양의 회 방향이다.

각각의 운동모드에 하여 목표 수심, 목표 롤각도 그리고 목

표 피치각도를 추종할 수 있도록 각 운동에 하여 PID 제어법

칙을 용하여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식 (3)과 같이 설계하

다.

        (3)

여기서 는 각각의 운동모드에 한 PID 제어입력, 첨자 는  

운동모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다. 한      는 각각 비례게인, 분게인, 미분게인

을 나타낸다.

와 같은 세 가지 운동모드에 해 각각 PID 제어기를 용

한 후 각 운동모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4개의 수평타의 

목표 구동각도를 결정해야 한다. 선수부와 선미부 수평타는 그 

형상은 동일하지만 타의 크기가 다르고 한 무인잠수정의 질량

심으로부터 선수  선미부 수평타의 압력 심까지의 거리가 

다르므로 각각의 수평타에 한 배분 상수를 히 조 하여 

원하는 목표 구동각도를 식 (4)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Table 2 Three modes according to motion of each elevator fin

Mode Description Stern Fins Bow Fins

Heave
Downward            

Upward            

Roll
Stbd. Down            

Stbd. Up            

Pitch
Stern Down            

Stern Up            

  
  





            

   (4)

 

여기서 는 수평타의 구동각도, 는 배분상수를 나타낸다.

4. 시뮬 이션  실해역 실험

앞 에서 설계된 무인잠수정의 방향제어기와 수심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잠수정의 목표수심과 목표

방향각이 잠수정이 수 에서 운항할 경우 동시에 변화하는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기에 

잠수정은 수면에서 출발하여 수 으로 잠항하게 되고 수 에서 

운항 인 잠수정의 평균속도는 약 1.0m/s이다. Fig. 3의 (a)의 

상단은 잠수정의 목표수심과 실제수심, 하단은 잠수정의 목표방

향각과 실제방향각을 나타낸다. 한 그림 (b)의 상단은 잠수정

의 롤각도, 하단은 잠수정의 피치각도를 각각 나타낸다. 방향제

어의 결과, 약간의 오버슈트가 발생하지만 잠수정의 상하부에 

부착된 수직타의 제어를 통하여 목표방향각을 잘 추종함을 볼 

수 있다. 한 수심제어기의 결과 수심방향, 롤방향 그리고 피치

방향의 세 운동모드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선수 

 선미부 좌우 양쪽에 부착된 4개의 수평타의 조작을 통하여 

주어진 목표값들을 추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제안된 만타형 무인잠수정의 방향각제어기  

(a) Depth & heading angle      (b) Roll & pitch angle

Fig. 3 Simulation results of motion control for manta-type UUV



수심제어기 성능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된 

만타형 무인잠수정의 방향각제어기와 수심제어기를 실제 설계 

 제작된 자유항주모형에 하여 실해역에서의 운동제어 실험

에 용하 으며, 한국해양 학교에 치한 요트계류장 실해역

에서 잠수정의 운동제어  자율운항제어에 한 여러 가지 실

험을 수행하 다.

먼  만타형 무인잠수정에 하여 제안된 방향각제어 알고리

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수심제어는 수행하지 않고 수면에서 

방향각제어만을 용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기에 잠수정은 수면에서 정지상태에서 출발하

여 운항 에는 약 0.5m/s의 평균속도를 갖는다. 그림 (a)에서는 

잠수정의 목표방향각  실제방향각 그리고 수직타의 구동각도

를 나타낸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목표방향각을 큰 

오차없이 추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림 (b)는 잠수정의 

수심, 롤  피치각도를 나타내며 이는 수심제어를 수행하지 않

았기 때문에 잠수정이 운항하는 에 변화되는 상태값이다.

다음으로 수심제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방향

각제어는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정이 목표수심을 잘 추종

하는 가에 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에 한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잠수정의 평균속도는 약 0.5m/s이며, 실해역에

서의 조류와 같은 외란의 향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피하기 

하여 목표 롤각도와 목표피치각도를 각각 0으로 설정하고 실험

을 수행하 다. 그림 (a)는 잠수정의 수심, 롤각도  피치각도

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며, 잠수정의 수심은 약 20  후에 목

표수심 1m에 도달하여 조류의 향에도 불구하고 잘 추종함을 

볼 수 있다. 한 잠수정의 롤각도는 -3°~5° 사이를 유지하면서 

  

(a) Heading & rudder angle    (b) Depth, roll & pitch angle

Fig. 4 Experiment results of heading angle control

   

(a) Depth, roll & pitch angle       (b) Elevator angles

Fig. 5 Experiment results of depth control

   

          (a) UUV path         (b) Depth & heading angle

Fig. 6 Experiment results of navigation control

진행하게 되지만, 피치각도는 잠항하기 하여 기에는 크게 

나타나고 목표수심에 도달한 후에는 -2°~2° 사이의 피치각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잠수정의 자율운항제어 실험을 해 1m의 수심을 유지하면서 

XY 평면상에서 미리 주어진 4개의 경유 들을 통과하도록 자율

제어를 수행한 실험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 (a)는 잠수

정의 평면상에서의 이동경로를 나타내고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미리 설정된 4개의 경유 을 모두 경유하여 다시 출발 으로 

돌아오는 실험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로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잠수정의 수심과 방향각에 한 변화를 그림 (b)에 나

타내고 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 수심 1m를 유지하

면서 LOS 방법을 통하여 생성된 목표방향각을 잠수정이 잘 추

종함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독립 으로 구동할 수 있는 4개의 수평타를 선

수  선미부 양쪽에 부착한 만타형 무인잠수정을 설계·제작하

다. 제작된 만타형 무인잠수정에 하여 시뮬 이션과 실해역

에서의 운동제어  자율운항제어에 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제안된 방향각제어기와 수심제어기를 통하여 잠수정의 수 에

서의 운동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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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rious acoustic ro sonar systems are used for exploring ocean environments and target localization. Multi-beam sonar, 
synthetic aperture sonar, and array hydrophones are some good examples. When using such sonar systems the system motion is inevitable, thus 

one of their core processing algorithms are related to compensation of the sonar motion. In this paper a simulator for modeling underwater 
acoustic propagation channel is introduced. The simulator can be used for moving transmitting transducer array as well as moving hydrophone 
array. Its codes are written in m-script for using in Matlab program. Examples of estimated received signals shows that the simulator will be a 

useful tool for developing acoustic systems.

1. 서    론  

여러 분야에서 음원의 입사각 추정이나 소음원 또는 수중 표

적의 위치 추적을 위해서 배열 수중음향 트랜스듀서가 사용되고 

있다. 빔형성 기법 등을 이용한 위치 추정 알고리듬이 널리 알

려져 있으나 배열 수중음향 트랜스듀서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경

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

박에 고정되어 있는 멀티빔 에코 사운더 또는 수중잠수정에 장

착된 이미징 소나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배

열센서가 장착된 무인잠수정의 직진 운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하

는 합성개구소나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배열 

트랜스듀서의 운동을 고려한 수중음향 전파 모델링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진다면 관련 시스템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음향 배열 트랜스듀서에 입사되는 수신음압

을 예측하는 Matlab 기반 시뮬레이터 개발 연구에 대해 기술하

고자 한다. 배열 센서가 이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음원이 이

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임의의 방향으로의 운동을 

가정하고 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수신 신호를 관찰하여 개

발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수중음향 전파 시뮬레이터 설계  

2.1 시뮬레이터 기능

무인 잠수정과 같은 수중 운동체에 장착된 음향 시스템 또는 

이동하는 선박에 설치된 소나 등의 알고리듬 개발을 위해서 수

중음향 전파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소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자 하며,  Matlab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 중에 

있다. 시뮬레이터의 가장 큰 기능은 수중에서 이동하는 송신 배

열 트랜스듀서로부터 방사된 음파가 이동하는 수신 배열 트랜스

듀서에 입사될 때 계측되는 신호를 모델링하는 것이다.

2.2 시뮬레이터 요구 조건

개발하고자 하는 시뮬레이터는 다음 목록과 같은 요구 조건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배열 송신 트랜스듀서

○ 배열 수신 트랜스듀서

○ 송수신 트랜스듀서의 운동 형태 고려

○ 임의의 트랜스듀서 배열 형상 고려

○ 배열 구조는 고정

○ 트랜스듀서 지향각 특성 고려

○ 직접파 + 해수면 반사파(1회) + 해저면 반사파(1회)

○ 해수면/해저면 산란파(1회)

○ 수직방향 음속 구배 고려

○ 수중 감쇠 고려

○ 백색 배경 잡음

○ 주파수 범위: 수십kHz ∼ 수백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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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송수신 트랜스듀서를 고려하고자 하

며 이때 배열 구조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케이블과 같이 유연한 구조에 장착된 트랜스듀서에 관한 음파 

전달은 본 시뮬레이터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트랜스듀서는 

지향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트랜스듀서로부터의 방사 각도

에 따른 크기와 위상이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실제 수중에서는 

송수신 사이에 다중 경로가 형성되나 본 시뮬레이터는 전파 채

널을 단순화하여 1회의 해수면과 해저면 반사 및 산란만을 고려

한다. 수직 방향의 음속 변화와 감쇠 현상으로 고려하며 백색 

배경 잡음을 가정한다. 반사 및 산란 특성은 주파수에 따라 변

화가 심해 모든 주파수에 대한 현상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으나 

소나에 주로 사용되는 수십 kHz에서 수백 kHz 사이의 주파수

를 고려한다.

실제 환경에 근접한 음파 전달 모델링을 위해서는 시변 특성

을 고려한 통계적 전파 모델링의 적용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

는 제외하고자 한다.

2.3 시뮬레이터 기본 설계

시뮬레이터는 Matlab의 m-script 로 작성되며 이때 사용되는 

변수는 크게 송신 트랜스듀서와 수신 트랜스듀서 및 환경변수로 

구분된다. 송수신 트랜스듀서는 각 트랜스듀서 유닛 좌표, 이동 

형태 및 속도, 음원 신호 형상, 송신 주파수, 트랜스듀서 지향각 

특성 등의 변수로 구성된다. 수신 트랜스듀서에는 신호 샘플링

과 관련된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환경 변수는 수심, 해수

면 및 해저면 반사계수, 음속, 감쇠계수, 배경잡음레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변수들은 tx, rx, env라는 변수의 structure 구

조로 정의된다. 예로 송신 트랜스듀서의 좌표는 tx.x, tx.y, tx.z이

다.

사용되는 신호처리 함수는 다음과 같다.

○ [tx, rx, env]=sonarchan_setpara()

○ rx = sonarchan_getsignal(tx ,rx, env)

○ [tx, rx]=sonarchan_move(tx, rx, t_skip)

sonarchan_setpara는 tx, rx, env의 structure 구조 및 기본 설

정값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sonarchan_getsignal은 트랜스

듀서 및 환경변수 정보로부터 수신 신호를 계산하는 과정이며, 

sonarchan_move는 현재 시각으로부터 주어진 시간 t_skip만큼 

경과한 후의 트랜스듀서 좌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가장 핵심이 되는 함수가 sonarchan_getsignal이며 송신 트랜

스듀서가 이동하는 경우는 수신 측에서 도달하는 신호가 발생된 

식각을 계산하여 신호를 추정하게 된다.

3. 시뮬레이터 적용 예

Fig. 1은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한 예를 나타낸다. Fig. 1(a)는 

송수신 모두 고정되어 있는 경우이며, Fig. 1(b) 및 Fig. 1(c)는 

각각 수신 트랜스듀서와 송신 트랜스듀서가 선형 이동하는 경

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수신이 이동하는 경우와 수신 트랜스듀

서가 이동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신호가 관측됨을 알 수 있다. 

극한 설정으로서 이동속도가 음속에 가까운 경우에는 신호의 

주파수가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d)는 수신 트

랜스듀서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위상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b)

(c) (d)

Fig. 1 Simulated received signal (a) fixed-fixed case (b) 

fixed-moving case (c) moving-fixed case (d) array data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및 이를 응용한 소음원 탐지 결과는 

논문발표 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하는 배열 송수신 트랜스듀서 간의 음파 

전파를 모사하는 시뮬레이터 개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다. 

Matlab 기반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m-script로 작성 되었으며 변

수는 structure 구조로 단순화 시켰다. 적용 예로 몇 가지 조건

에 따른 수신 신호를 살펴보았으며 향후 본 시뮬레이터를 적용

하여 소나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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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기반 채널 측정을 이용한 다중경로 성분의 도플러 
추정

 

변성훈․ 김시문․최현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연구는 시변 다중경로 채널 특성을 가지는 수중음향 채널의 수신 신호로부터 다중경로 성분을 
분리하고, 분리된 다중경로 신호 성분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 함수를 이용해 측정된 시변 채널 임펄스 응답에서 관심 대상이 되는 신호가 존
재하는 시간 지연, 입사각을 여과하고, 여과된 채널 임펄스 응답을 다시 보간하여 다중경로 신호 성
분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특정한 수신 신호 모델을 가정하지 않으므로 수중
음향 채널과 같이 신호의 중심 주파수에 비해 대역폭이 크고 정확한 수신 신호 모델을 도입하기 어
려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공
파도 생성이 가능한 수조에서 수행한 시변 다중경로 채널 측정 실험 데이터로부터 다중경로 성분을 
분리하고 움직이는 수면파에 의해 발생하는 도플러 편이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도플러 편이는 배열 
수신기의 채널 별로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모델 기반 신호처리 기법을 적
용하여 추정한 기존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제안된 방법이 실제와 유사하게 다중경로 
성분을 분리해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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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y of Wave Breaking on Interface-piercing circular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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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rge-eddy simulation of the flow past a surface-piercing circular cylinder i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roude 

numbers using a high fidelity orthogonal curvilinear grid solver.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the air-water interface structures are 
remarkably changed with different Froude numbers. For sub-critical Fr, relatively smaller bow waves are observed in front of the 
cylinder with Kelvin waves behind the cylinder and small amount of free-surface roughness and turbulence are also seen in the wake 

region. For Fr = 1.24, much increased bow wave is observed and it breaks and wraps around the bow. A lot of splashes and bubbles 
are presented immediately behind the cylinder. Stronger free-surface oscillations and turbulence makes Kelvin waves less visible. For Fr = 
1.64, the bow wave increases remarkably with the largest wake region and deepest depression and it also breaks with similar features of 

plunging breakers which are also shown in previous plunging wave breaking literatures.

1.Introduction

The flow around a surface-piercing bluff body is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e single-phase flow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viscous effects near the body and 

air-water interface phenomena, including breaking waves, 

thin liquid sheet formation, and air entrainment. It also 

exists in many engineering applications such as ship, coastal, 

and hydraulic engineering. The effects of the interface on the 

force distributions on the body, vortex generation and 

turbulent structures, and air-water interface structures, 

especially, their changes with the Reynolds and Froude (Fr) 

numbers are not well understoo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effects is also important for the cases when vortex- and 

wave-induced vibrations of the cylinder are to be considered.

Previous studies have not yet fully explained the nature 

of unsteady air-water interface at different Re and Fr , 

which is the aim of the present numerical study. The 

present study extends and supports the conclusions of the 

precursory work for medium Re and Fr numbers (Suh et 

al. 2011). Simulations are performed for two-phase 

turbulent flow past a circular cylinder in a free stream 

with conditions mainly based on the experiments of 

Chaplin and Teigen (2003). Air-water interface structures, 

vortical structures, and wave breaking phenomena around a 

surfcace-piercing circular cylinder are discussed at different  

Fr.

구본국: 경남 거제시 장평동 530번지 거제조선소

055-630-6188 bonguk.koo@samsung.com

2. Computational method

2.1 Mathematical model

CFDShip-Iowa version 6.2, a sharp interface orthogonal 

curvilinear grid solver for two-phase incompressible flows 

recently developed at IIHR by Yang and Stern (2009) and 

Suh et al., (2011) is used for computations.

The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is adopted for 

the governing equations, the Navier-Stokes equations for 

two-phase, immiscible, incompressible flows and the 

derivation and notation is followed by Pope (1978). The 

continuity equation is written as follows: 

∇( i)[u i]=0                                  (1)

where ui is the velocity in the orthogonal coordinate 

ξi direction and ∇( i)=
1
J

∂
∂ξ i (

J
h i )∙J is the 

Jacobian of the coordinate transformation, defined as 

J=h ih jh k , and h i=
∂x i
∂ξ i

 with xi a Cartesian 

coordinate.

The momentum equations are given as follows:

∂u i
∂t

+∇( j)[u iu j]-
1
ρ
∇( j)[τ ij]=-

1
ρ

∂p
∂ξ( i)

+

+H j(i) [u ju i-
τ
ij

ρ ]-H j(i) [u iu j-
τ
ij

ρ ]+g i
        (2)

where ρ is the density, p is the pressure, t is the 

time, and g the gravity vector in ξi direction.

A coupled level set and volume-of-fluid (CLSVOF) 

method Wang et al. (2009) is used to capture the water/air 

interface where the interface is represented by the LS 

function and mass conservation is enforced with the VOF 

function. The LS function, φ, is defined as a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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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which is negative in the air, positive in the liquid, 

and zero at the interface. The VOF function, F, is defined 

as the liquid volume fraction in a cell with its value in 

between zero and one in a surface cell and zero and one 

in air and liquid respectively.

Turbulence models (LES) and interface models in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 are not presented 

in this paper due to the page limitation of the paper and 

these can be found in Suh et al. (2011).

2.2 Numerical method

The finite-difference method is used to discretize the 

Navier-Stokes equations on a non-uniform staggered 

orthogonal curvilinear grid. A staggered variable 

arrangement is adopted, i.e., the contravariant velocity 

components  are defined at cell faces in the directions, 

respectively, and all other variables are defined at cell 

centers. A semi-implicit time advancement scheme is 

used to integrate the momentum equations with the 

second-order Crank-Nicolson scheme for the diagonal 

viscous terms and the second-order Adams-Bashforth 

scheme for other terms. A four-step fractional-step 

method is employed for velocity-pressure coupling, in 

which a pressure Poisson equation is solved to enforce 

the continuity equation.

The convective terms are discretized using the 

fifth-order Hamilton-Jacobi Weighted-ENO (HJ-WENO) 

scheme and all other terms are approximated using the 

second-order central difference scheme. A new 

semi-coarsening multigrid Poisson solver from the 

HYPER library is used. Usually, the Poisson solver 

takes most of computation time in a single time step. 

The LS advection equation is solved using the 

third-order TVD Runge-Kutta scheme for time 

advancement and the fifth-order HJ-WENO scheme for 

spatial discretization. To keep the LS function as a 

signed distance function, it has to be reinitialized after 

a certain time of evolution. The CLSVOF method 

(Wang et al., 2009) is used to re-distance the LS 

function and improve mass conservation properties of 

the LS method. In the CLSVOF method, the interface 

is reconstructed based on the VOF function with the 

interface normal computed from the LS function. The 

level set field is then re-distanced to reflect the 

position of the reconstructed interface, which satisfies 

the volume conservation constraint. In the present 

study, the piecewise linear interface construction 

scheme for the VOF method is used.

2.3 Computational set-up

Body-fitted cylindrical grids were used for all cases and  

the number of grid points for the fine grid is about 9M. 

Note that three different grids (coarse, medium, and fine) 

for Re = 458,000 and Fr = 1.64 were used for a grid 

convergence study. The clustered grid points are used near 

the cylinder wall to resolve the boundary layer and flow 

separation. Near the interface the grid was also refined to 

capture the free-surface deformation. The computational 

domain was set up such that the portions of cylinder in 

the water and air are of length 4D and 2D with D the 

cylinder diameter, respectively. Th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cylinder to the outer boundary is 20D 

including a buffer zone to damp wave reflections as shown 

in Fig. 1.

No-slip boundary conditions were applied on the cylinder 

wall, while the slip boundary condition was adopted at the 

bottom and the top of the computational domain as shown 

in Fig. 1. A uniform velocity field as the upstream velocity 

is prescribed to the entire computational domain at rest. In 

the present simulation, a constant Courant–Friedrichs–

Lewy (CFL) number of 0.3 was used where the magnitude 

of the time step varied from 1×10
-2to1×10-4D/U∞ depending 

on the flow conditions.  

Fig. 1  Computational domain

3. Results

3.1 Overall Froude number effect with different Re

As mentioned in previously, there is little influence 

of Reynolds number at the air-water interface. The 

instantaneous air-water interface elevations for all 

different Fr with different Re are shown in Fig. 2. For 

the lowest Fr (= 0.2), it is hard to see the bow wave 

in front of the cylinder and small interface deformation 

is observed in the wake region. For subcritical Fr (= 

0.44, 0.84), relatively smaller bow waves are observed 

in front of the cylinder with Kelvin waves behind the 

cylinder. There are some free-surface roughness and 

turbulence in the wake region behind the cylinder. For 

Fr = 1.24, much increased bow wave is observed and 



Fig. 2  Wave Field: 1st column, front view, 2nd column, side 

view, 3rd column, wake region,: (a) Fr=0.2, (b) Fr=0.44, (c) 

Fr=0.84, (d) Fr=1.24, (e) Fr=1.64

it breaks and wraps around the bow. A lot of 

splashes and bubbles are intense immediately behind 

the cylinder. The Kelvin waves are less visible just 

behind the cylinder due to stronger free-surface 

oscillations and turbulence. For Fr = 1.64, the bow 

wave increases remarkably with the largest wake 

region among four Fr and it also breaks with similar 

patterns of plunging breakers. Much more small 

air-water interface structures including splashes and 

bubbles are observed behind the cylinder. It is also 

hard to distinguish the Kelvin waves behind the 

cylinder due to much larger free-surface oscillations 

and turbulence.

3.2 Wave breaking at different Fr

Figure 3 shows the iso-surface of the air-water 

interface with the slices of the wave profile cut 

orthogonal to the cylinder wall for three Fr. For Fr = 

0.84, small disturbances are shown on the interface; 

however, no breaking waves are observed. For medium  

and high Fr (1.24, 1.64), the flow becomes unsteady 

such that small interface structures including splashes 

and air bubbles are present especially for Fr =1.64 

which is also shown in Chaplin and Teigen (2003). The 

(a)

(b)

(c)

Fig. 3  Iso-surface of air-water interface with the slices of 

the wave profile cut: (a) Fr=0.84, (b) Fr=1.24, (c) Fr=1.64

Fig. 4  Slices of the wave profile cut for Fr = 1.64: 

(a) θ=212˚; (b) θ=267˚; (c) θ=280˚; (d) θ=288˚; (e) θ

=300˚.

waves arise and break down to the cylinder shoulder 

as shown Fig. 3 (b) and (c), which corresponds to a 

spilling breaker and a plunging breaker,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Galvin (1968). Similar 

wave breaking patterns are observed in experimental 

study of the divergent ship bow waves using eight 

different Froude numbers by Shakeri et al. (2009) and 

they showed that for Fr < 1.0 non-breaking waves 

were generated; spilling breaking waves occurred at 

between Fr = 1.0 and Fr = 1.3; and plunging breakers 

were generated at 1.4 < Fr < 1.8.

The plunging wave breaking is described in Fig. 4 

using the slices of the wave profile cut for Fr =1.64. 

The wave propagates from the center of cylinder to 

the cylinder shoulder as shown in Fig. 3 (c). When the 



wave crest grows and starts overturning (Fig. 4 (a) and 

(b)), a jet is stretched and breaks up into droplets 

before it plunges on the undisturbed water surface 

(Fig. 4 (c) and (d)). After the jet touches the water 

surface, an oblique splash is created (Fig. 4 (e)). These 

plunging wave breaking events are very similar to 

those observed in the previous plunging wave breaking 

literatures. However, the direction of the plunging 

wave breaking is different from the mean flow, which 

is similar to the numerical simulation of the plunging 

wave breaking over a submerged bump (Koo et al., 

2011) and the numerical study of wave breaking 

around a wedge-shaped bow (Wang et al. 2010).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wave plunges forward in 

the same direction of the mean flow for most previous 

studies on plunging wave breaking. The shape of the 

plunging jet is an ellipse with aspect ratio 1.8 which is 

close to the findings from most previous studies (√3). 

The thickness of the jet is approximately 0.012 and the 

similar jet thickness is reported in the experimental 

studies . The jet angle relative to the undisturbed 

water surface is about 67˚ which is larger than that 

from previous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studies 

on the plunging wave breaking. 

5. Conclusions  

Flow past a surface-piercing circular cylinder at different  

Froude numbers is studied numerically using large-eddy 

simulation with a Lagrangian dynamic subgrid-scale model.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the air-water interface 

structures are remarkably changed with different Froude 

numbers. For sub-critical Fr, relatively smaller bow waves 

are observed in front of the cylinder with Kelvin waves 

behind the cylinder and small amount of free-surface 

roughness and turbulence are also seen in the wake region. 

For Fr = 1.24, much increased bow wave is observed and 

it breaks and wraps around the bow. A lot of splashes 

and bubbles are presented immediately behind the cylinder. 

Stronger free-surface oscillations and turbulence makes 

Kelvin waves less visible. For Fr = 1.64, the bow wave 

increases remarkably with the largest wake region and 

deepest depression and it also breaks with similar features 

of plunging breakers which are also shown in previous 

plunging wave breaking literatures. Much more small 

air-water interface structures including splashes and bubbles 

are observed behind the cylinder. It is also hard to 

distinguish the Kelvin waves behind the cylinder due to 

much larger free-surface oscillations and turbulence. As Fr 

increases, the Kelvin wave angle decreases and deeper and 

narrower depression region behind the cylinder are 

observed. This cavity region behind the cylinder makes the 

cylinder more slender body so that the flow featur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hat around the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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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계류된 LNG FPSO와 LNG선의 적하역 작업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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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LNG FPSO 액화석유가스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Side by side 병력 계류, Operability 작업성, Relative motion 
상대운동, Time domain simulation 시간영역 해석, Model test 모형시험

ABSTRACT: A LNG FPSO is considered as a solution for offshore gas field development. Especially offloading operation have a large impact 
o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LNG FPSO. The side by side configuration for the LNG FPSO and LNG carrier is one of the possible choice 
for the LNG offloading. The loads in the mooring lines between the two vessels, the loads in the floating fenders and the relative motions at 

the manifold location are the most critical issues during this operation. 
In this study, numerical analysis and model tests of multiple floating bodies in a side by side configuration have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apability of the selected approach for studying side by side offloading operation. For side by side offloading analysis, 2-body linear 

diffraction analyses with the WADAM and coupled dynamic analysis with the SIMO program which was developed by MARINTEK have been 
employed. SIMO is a time domain simulation program for the study of motions and station keeping of multi-body systems. Further confidence 
in the approach can be gained through successful comparison with model test.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을 중

심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 석유 회사들은 막

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양가스전 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해

양가스전에 대한 개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

께 해양가스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액화석유가스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LNG FPSO)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LNG FPSO는 바아지 형태의 부유식 LNG 시스템으로 거주

구, 터렛, 가스 액화 시설, 다수의 LNG 저장 탱크와 적하역 설

비를 가지고 있다.  특히 LNG 이송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아주 

잔잔한 해상에서 두 배를 병렬 계류하여 LNG 로딩암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주로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선박이 근접한 경우, 두 배 사이에는 서로 밀접

한 상호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단독 상태일 때와는 다른 거동 특

성이 나타난다 (S.Y.Hong 외, 2003 and Mun Sung Kim 외, 

2003). 이러한 병렬 계류된 두 선박 사이의 거동을 정확히 예측

하기 위해 유체역학적 상호간섭을 고려한 다물체 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Bas Buchner 외, 2001 and 

Mun-Sung Kim 외, 2003 and Tim Bunnik 외 and 2009).

Jeong 등(2010)은 유체역학적 상호간섭과 함께 두 선박 사이

의 계류삭과 팬더를 고려하여 병렬 계류된 두 선박의 LNG 적

하역 작업성을 수치적으로 평가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접한 두 선박의 유체역학적 상호 간섭, 계류

삭과 팬더와 같이 병렬 계류된 LNG FPSO와 LNG 운반선의 적

하역 작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고려하여 모형

시험 및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모형시험과의 비교를 통

해 본 수치해석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해석을 

통해 LNG 적하역 작업성을 평가하였다.

2. 다물체 거동 해석

2.1 좌표계

Fig. 1과 같이 전체 좌표계(







)는 정수면에 원점을 

두고 상방향을 

축으로 두는 우수 좌표계로 하였다. 각 선박은 

전체 좌표계를 배의 중앙부( )와 센터라인으로 평행이동 시

킨 물체 고정좌표계(






)로 가진다. 본 해석에서는 전체 

좌표계를 LNG FPSO의 물체 고정좌표계와 동일하게 두었고, 

LNG 운반선은 LNG FPSO의 우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2.2 패널모델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2와 Fig. 3은 해석에 사용된 패널모델을 나타낸다. 근접한 

두 선박 사이에는 유체 동역학적 상호간섭으로 인해 파장이 아

주 짧은 파들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하기 위해서 

두 선박이 만나는 부분은 바깥 부분보다 더욱 조밀하게 생성하

였다.

2.3 병렬 계류 배치

Fig. 4는 LNG FPSO와 LNG 운반선의 LNG 적하역 작업을 위

한 전형적인 배치도를 나타낸다. 계류삭은 선수부에 6개, 중앙부

에 4개, 선미부에 6개로 총 16개의 계류삭이 연결되어 있다. 모

든 계류삭은 끝부분이 나일론 로프로 구성되어 있는 42mm 

HMPE 로프로 고려하였다. HMPE 로프의 경우 탄성이 작기 때

문에 대부분의 인장은 나일론 로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

다.

두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팬더는 LNG FPSO의 

우측편에 4.5 m × 7.0 m의 크기를 가지는 고무 팬더 6개를 배

치하였다.

LNG 이송을 위한 로딩암은 LNG FPSO의 중앙에 위치해 두

었으며, 초기 로딩암의 상대위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선박은 

서로의 중앙부가 동일 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Table 1와 같이 병렬 상태의 해석에 고려된 흘수 조건은 두 

선박간 적하역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두 선박의 흘수차가 최대

로 발생하는 2가지 경우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2.4 환경조건

본 연구에서는 Table 2과 같은 LNG 적하역 작업을 위한 대표

적인 해상 환경에 대해서 수치계산 및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입사각의 범위에 대해서는 LNG FPSO의 웨더베이닝 특성을 고

려하여 180도에서 210도까지 고려하였다.

2.5 수치 해석 방법

계류삭 및 팬더를 포함한 다물체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간영역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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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두 물체 사이의 상호간섭을 고려하기 위하여 상용프로

그램인 WADAM의 2-body linear diffraction 해석을 통해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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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L

X
L

Y
L

Y
L

Y
G

X
G

β

Fig. 1 Coordinate systems and heading angle in a multi-body 

analysis

Fig. 2 Hydrodynamic panel model for LNG FPSO in 

side-by-side offloading analysis

Fig. 3 Hydrodynamic panel model for LNG carrier in 

side-by-side offloading analysis

LNG FPSO

LNG carrier

Fig. 4 Arrangement of fenders and mooring lines between LNG 

FPSO and LNG carrier

Table 1 Loading conditions for side-by-side offloading

Case
Loading conditions

LNG FPSO LNG 운반선

B-F Ballast Full loaded

F-B Full loaded Ballast  

Table 2 Environmental condition

Wave
Hs
[m]

Tz
[s]

Spectrum
Heading
[degree]

Case 1 1.5 4.5 JONSWAP 150, 180, 210

Case 2 2.5 5.0 JONSWAP 150, 180, 210

Case 3 3.5 5.5 JONSWAP 150, 180, 210



진 동유체력 계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시간영역 해석 프로그

램인 SIMO를 이용하여 계류삭 및 팬더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의 연성 거동을 해석하였다.

점성 횡동요 감쇠을 고려하기 위해 모형시험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비선형 감쇠 성분으로 추가하였다.

SIMO에서 구해진 각 응답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평균값, 표준

편차, 최대값 및 최소값과 같은 통계치를 구하였다. 또한 각 시

물레이션은 서로 다른 시드(seed)에 대해 다섯 번 해석을 수행

한 후 그 결과들에 대한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3. 수치해석 및 모형시험 결과

3.1 다물체 거동 특성

Fig. 5 ~ Fig. 8은 단독 상태일인 경우와 두 선박이 근접한 경

우에 대한 각 선박의 운동 RAO를 나타낸다. 두 선박이 근접한 

경우 상호간섭 효과를 고려하였다.

Fig. 5와 Fig. 6은 발라스트 조건의 LNG FPSO에 대한 sway 

및 heave 운동 RAO를 나타낸다. 파가 LNG 운반선 방향으로 

입사하는 경우(90도)에는 LNG 운반선에 의한 파의 상쇄효과에 

의해 LNG FPSO의 응답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과 

Fig. 8은 만재 흘수 상태의 LNG 운반선에 대한 sway 및 heave

운동 RAO를 나타낸다.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LNG FPSO와

는 반대로 LNG FPSO 방향으로 입사하는 경우(270도)에 운동 

응답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LNG FPSO로 입사하는 

경우에 파의 상쇄효과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선박의 연성 거동의 영향으로 인해 각 선박의 횡동요 

고유주기에서 과도한 운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2 LNG 적하역 작업 성능 평가

LNG 적하역 작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계류삭에 걸리는 장

력, 팬더에 작용하는 힘 및 로딩암 위치에서의 두 선박의 상대

운동을 평가하였다.

작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계류 장력은 계류삭 MBL 

(minimum breaking load)의 55%를 작업 허용 가능 범위로 고

려하였다(OCIMF, 1997). 팬더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60% 압축이 일어났을 때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고려하

였다. 로딩암은 제조사에 따라 운용 가능한 범위가 다르지만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2.0m 상대변위를 허영 가능 범위로 고려하

였다.

Fig. 9는 B-F 조건에서 각 입사각에 대하여 유의파고가 증가함

에 따라 계류삭에 걸리는 최대 장력의 계산 및 실험 결과를 나

타낸다. 대체적으로 수치 계산 결과가 모형시험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근접한 두 선박의 상

호간섭 효과는 수치계산만으로 구현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현

상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유의파고가 

3.5m인 경우 계산결과에서는 선수파 조건에서 최대장력이 제일 

작게 나오지만 실험에서는 LNG FPSO의 선수좌현에서 입사하

는 경우(210도)에 가장 작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치

Fig. 5 Sway RAO of LNG FPSO in ballast condition

Fig. 6 Heave RAO of LNG FPSO in ballast condition

Fig. 7 Sway RAO of LNG carrier in full loaded condition

Fig. 8 Heave RAO of LNG 운반선 in full loaded condition



해석의 경우 모형시험보다 그림자효과(shielding effect)를 작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10은 최대장력이 작게 발생하는 210도 입사각에 대해 

Table 2의 각 흘수 조건에 대한 계류삭의 최대장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파에 대한 조건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LNG 

FPSO가 만재흘수인 경우(F-B)가 발라스트인 경우(B-F)보다 최대

장력이 작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LNG FPSO의 흘

수가 큰 경우 파의 상쇄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11은 각 입사각에 대해 팬더에 작용하는 최대 힘을 나타

낸다.  팬더에 걸리는 힘은 허용범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팬더는 계류삭과 로딩암에 비해 작업 성능을 평가

하는데 크게 민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12는 B-F조건에서 로딩암 위치에서의 최대 상대변위를 

나타낸다. 계류삭의 최대장력과 동일하게 파가 LNG FPSO 방향

에서 입사하는 210도 경우가 가장 작은 상대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입사각의 범위를 

90도와 270도로 확장하여 적하역 작업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너울(swell)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파고 2.5 m이고 

주기가 16초인 환경조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Table 3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작업 가능

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횡파의 경우에는 

2.5m의 낮은 파고에도 작업이 불가능하다. 특히 너울과 같은 장

주기 파의 경우 선수사파에도 작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병렬 계류된 두 선박의 작업 가능성을 평가하

기 위해 두 선박의 상호간섭 뿐만 아니라 계류삭과 팬더와 같은 

전체 시스템을 고려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모형

시험과 비교하였다. 수치해석 및 모형시험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병렬 계류된 두 선박의 작업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선박간의 상호간섭에 의한 동유체력을 평가해야 하고, 계류삭 

및 팬더 등의 시스템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2) 파의 입사각이 LNG FPSO의 선수사파로 들어오는 경우에 

파의 상쇄효과가 커서 작업 성능이 좋아진다.

(3) 파의 주기가 길어지면 상쇄효과가 줄어들어 낮은 파고에

서도 작업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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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Bluff body 뭉툭한 물체, Bullet-shape Bullet-형상, Arc-groove 원형 그루브, Cavity flow 캐비티 유동, Drag reduction 
항력 감소, Energy saving 에너지 절감, Phase average 위상평균

ABSTRACT: The measurements of velocity vectors are made in the wake(X/D=5) of a bullet-shape bluff body with arc-grooves. The 
experiments are conducted by changing number and depth of the groove, angle of the first groove and Reynolds number(Re). It is found 
that the streamwise time mean velocity in the wake of the grooved body shows velocity recovery and the wake's width reduces compared 

to the results from the smooth body. The flow separation on a grooved body is delayed.

1. 서    론 

물체 표면의 유동을 제어하여 항력을 저감시키면 유체력에 의

한 구조물 파괴 방지는 물론 비행기, 자동차, 선박 등의 효율을 

증가시켜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크다. 따라서 물체 주위의 유

동장 제어에 관한 응용연구는 유체역학적으로 중요한 연구테마

이다(Bearman 등, 1972). 특히 외부에너지의 공급없이 물체의 기

하학적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항력 저감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실용적이면서 공학적 측면에서 관심 주제이다. 이러한 수동

적 유동 제어 중에서 골프공에 있는 딤플 등 물체 표면을 압입 

형상으로 형성하면 압입 형상 내부에 캐비티 유동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캐비티를 지나는 유동은 흐름 양상이 크게 변하지 않

으면서 표면 경계층을 교란시켜 운동에너지가 혼입되고 유동 박

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딤플을 원주 표면에 설치하여 레이놀즈수 2×10
4≤Re≤3×105 

범위에서 항력계수와 스트로할수를 측정하여 항력계수의 변화가 

구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Bearman 

등, 1993). 정방형 딤플에 의해 원주의 항력을 28% 감소시킨 연

구도 있다(노기덕 등, 2002). 딤플 대신 그루브(groove)를 설치하

는 경우도 있는데, 그루브에 의한 유동제어 연구는 항력감소를 

위한 그루브의 최적조건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원주 표

면에 하나의 원형 그루브를 설치하여, 그 위치가 80
o
일 때 항력 

감소 효과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Takeyoshi 등, 1991), 그루브의 

깊이가 원주의 항력과 유동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

구도 있다(Shinichi 등, 2004). Robarge 등(2004)는 NACA 0015에 

하나의 원형 그루브를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최적의 그루브 깊

이는 경계층 두께의 0.6에서 1.0의 범위이며, 그루브의 폭 대비 

깊이의 비는 0.1에서 0.15가 최적값임을 밝힌 바 있다. Suresh 등

(2012)은 bullet-형상의 물체 표면에 거칠기를 두어 전산해석을 

통해 항력 저감 효과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ullet-형상의 

물체 표면에 그루브를 형성하여 후류유동장의 변화와 와유출 현

상을 살펴봄으로써 그루브에 의한 항력 저감에 관한 정성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실험은 풍동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풍동은 개회로형 흡

입식 아음속 풍동으로 측정부의 크기는 305mm× 305mm(가로×

세로)이다. 실험구간의 난류강도는 약 1%로 균일유동을 유지하

도록 하였다. 후류 유동장 측정에는 정온형 열선풍속계(TSI, 

model IFA300)와 I형 열선과 X형 열선(Kanomax)을 사용하였으

며, 열선풍속계에서 나오는 전압신호는 5㎑의 저역통과 필터를 

거쳐 A/D변환기를 통해 PC에 저장하였다. 자료의 추출간격을 

100㎲(10㎑)로 하여 측정지점당 40,96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X형 열선 프로브의 이송은 정밀도가 0.1㎜인 2

차원 자동이송장치를 사용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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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eamwise time mean velocity distributions

Fig. 1 Bullet-shape bluff body

실험에 사용한 그루브 형성된 bullet-형상 실린더와 좌표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표면이 매끈한 형상

의 실린더를 포함하여 총 3가지이다. 그루브의 깊이는 1mm이며, 

그루브의 폭은 3.2mm로 원주 직경 대비 8%이다. 0그루브간 피

치는 11°로 설정하였다. 실린더의 직경은 40mm이다.

자유유동속도는 6.5m/s, 11m/s, 15m/s, 19m/s, 21m/s이며, 

이에 대응하는 레이놀즈수(Re)는 각각 1.72×10
4, 2.90×104, 

3.96×10
4, 5.02×104, 5.54×104

이다. Fig.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루

브의 각도는 X좌표상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그루브의 시작점

을 기준으로 60°로 고정하였다.

후류 유동장은 X=6D 지점에서 Y=+3D∼-3D 범위로 0.8mm 간

격으로 31지점에서 X형 열선브로프로 측정하였으며, 실린더 표

면의 경계층 유동은 I형 열선프로브를 이용하여 X=0에서 X방향

으로 0.2mm씩 이동하고, Y방향으로 0.1mm씩 이동하면서 20개 

지점에서 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시스템의 개략도는 Fig. 2와 

같다.

Fig. 2 Diagram of measuring and data processing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시간평균속도

Fig. 3은 후류유동장에서 최대 속도 결손(maximum velocity 

defect)을 비교한 것이다. 최대 속도 결손은 Y=0에서 U속도(U16)

의 결손량으로 자유유동 속도(U○)와의 차이값이다. Re≥4×104
에

서는 표면이 매끈한 물체와 그루브가 형성된 물체와의 최대 속

도 결손량에 차이가 다소 커지고 있고, 그 차이값도 일정하게 유

지되고 있다.

Fig. 4는 후류 유동장의 U/U○를 분석한 결과이다. Re≥

3.96×104
에서 그루브가 3개인 경우, 후류유동장에서 속도 회복이 

조금씩 나타나고, 이후의 Re 범위에서 모두 비슷한 속도 회복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속도 회복은 항력 저감의 효과를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자로 그루브에 의한 항력 저감 효과가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속도 회복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g. 5는 난류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난류강도인 u’/U○와 

v'/U○는 매끈한 원주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볼 수는 없다. 단 

u'/U○의 경우, Re≥4×104
에서 그루브가 있는 물체의 경우 다소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난류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난류강도는 

소규모 난류구조로 변화를 감지하여 에너지의 소산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인자로서, 본 실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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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locity vector fields (<U-Ua>, <V>, at 24m/s)

3.2 위상 평균 유동장

본 실험에서는 정량적인 방법이면서 가시화가 가능한 형태로 

와의 대규모 조직적인 구조(large scale coherent structure)를 파

악하기 위해 조건부 위상 평균 기법(conditional phase average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조건부 추출 및 평균화 기법은 

Townsend 둥(1949)이 원주 후류에서 간헐도(intermittency 

fraction)를 최초로 측정하여 난류 영역에서의 속도 평균을 구하

는 방법을 시도한 이래로 컴퓨터 및 신호 처리 기술의 진전으로 

유동제어나 유동기구의 상세한 구조해석 및 응용 등을 위해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유동속도를 24m/s로 하여 조직적인 와에 

해당하는 조건부 신호의 위상과 동일한 속도신호를 추출

(sampling)한 후 앙상블 평균(ensemble average)을 하여 한 지점

에서의 위상평균화된 데이터를 얻었다.

Y방향 속도성분인 V신호의 파워스펙트럼을 Fig. 6에 나타내었

다.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와 그루브 3개의 경우 비슷한 와유출주

파수에서 뾰족한 첨두치를 보이고 있고, 이 주파수를 기준으로 

조건부 신호를 추출한 후 위상평균화하였다.

Fi.g. 7은 위상평균된 속도를 와 이동속도(Ua)로 감하여 나타낸 

속도벡터장이다. 응집와의 중심과 새들(saddle)을 확연히 볼 수 

있다. 그루브가 3개인 원주의 경우와 매끈한 원주의 경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그루브의 영향이 후류유동장까지 미치지 못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3.3 경계층 유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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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브에 의한 유동제어 효과가 후류 유동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고자 물체 상부 벽면 

근처의 경계층 유동을 측정하였다. Fig. 8은 그루브 형상 모델과 

경계층 속도 측정 개시점(starting point)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X=0, Y/D=0.51를 개시점으로 하여 X방향으로 2mm 이동

하고 Y방향으로는 0.1mm씩 이동하면서 X 위치당 Y방향으로 20

개 지점에서 I형 프로브로 속도를 측정하였다.

Fig. 9는 표면 부근에서의 유동방향 시간평균속도를 나타낸 그

림이다. 시간평균속도분포에서 전단부에서는 그루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표면 근처에서의 평균속도가 매끈한 원주의 경

우보다 많이 회복되어 있다. 이는 그루브내에서 형성된 박리기포

(separation bubble)와 유동교란(turbulence generation by the 

shear layer instability)에 의해 표면 근처 유동으로 운동량이 공

급되기 때문이다. 후단부로 가면서 매끈한 경우와 그루브가 있는 

경우의 평균속도 분포는 비슷한 양상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표면 근처에서의 속도 회복이 지속되지 못함으로 인해 후류유동

장에서의 후류폭 감소와 속도 결손량의 감소 효과를 가지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항력 저감이라는 유동 제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유동방향 난류강도를 표시한 그림이다. 매끈한 원주

는 난류강도의 최대지점인 Y/D=0.52～0.53에서 난류전단층 중

심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그루브가 형성된 원주는 

난류전단층의 형성이 지연되고, 크기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계층 유동장에서 관찰된 그루브 영향에 의한 유동장

의 변화가 후류유동장에서의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그루브

에 의해 물체 전단부에서 유동 박리가 지연되었으나 운동에너지

의 부족으로 유동이 벽면 후단부까지 진행되지 못한 결과, 후류

유동장에서 매끈한 원주와 비슷한 유동 형태를 보여주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ullet-형상의 물체 표면에 그루 를 형성하여 

후류유동장의 변화와 와유출 상을 살펴보고 그루 에 의한 항

력 감에 한 정성 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그루브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그루브가 있는 경우, 후류유

동장에서 시간평균속도 회복은 다소 이루어졌으나, 미미한 수준

이었으며 후류폭 감소도 크게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 실

험의 경우, bullet 형상 그루브에 의한 항력 저감 효과는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표면 경계층 유동장에서 그루브내 캐비티 유동에 의해 평

균속도 회복이 일어나면서 유동박리가 지연되고, 표면이 매끈한 

경우에 나타난 난류 단층의 크기도 상당히 감소하 다. 하지만 

그루 의 향은 bullet-형상 물체의 벽면의 후단까지 미치지 못

함으로 인해 유동제어 효과가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다.

(3) 매끈한 표면의 경우와 그루브가 있는 경우의 와유출 주파

수는 비슷하게 타나났으며, 조직적인 와의 구조도 큰 변화를 나

타내지 않았다.

(4) 마지막으로 bullet-형상 물체의 유동 제어를 위한 본 연구

는 제한된 실험 조건으로 인해 bullet 형상 물체에 대한 그루브

의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함

께 폭넓은 Re 범위에서의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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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deepwater oil and gas reserves constantly faces the challenge to reduce costs of all components and 

activities. A drilling riser is a conduit that provides a temporary extension of a subsea oil well to a surface drilling facility. With an 
increase in drilling operations in harsh environments, drilling riser requirements and limits have become more onerous due to 
uncertainties involved in response prediction and prolonged drilling programs.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is required of the response 

of the system to various conditions, and the design issues that govern the system.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the engineering 
challenges faced in designing drilling riser system for drill ship in water depths of 3,000m. Also, dynamic analysis of drilling riser 
system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long-term fatigue performance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drilling riser joint.

1.Introduction

In recent years,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ivities of oil 

and gas in offshore have increased in deep and ultra deep 

water. As one of the key elements in offshore infrastructure, 

deepwater riser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offshore development. The drilling riser is the key element for 

drilling in deepwater.

A drilling riser is a tube that can be made of steel, 

aluminum, titanium or composite materials that is used to 

conduct drilling, running and setting casing, cementing and 

coring operations through the seawater column.

Scaling conventional riser technology for ultra-deepwater 

and high pressure has a prohibitive impact on the required 

wall thickness and riser weight. A heavier riser requires a 

corresponding increase in tensioning capability, structural 

capacity of the supporting platform, and its equipment. In 

addition to the costs associated with supporting such as riser, 

existing fabrication methods may not be feasible at the 

required thickness (Alexander et al., 2011).

By virtue of a much higher specific strength, an equivalent 

increases in X-80 pipe thickness can be made with composite 

materials at one-fifth of the weight. In this study, the material 

of riser joint is also X-80.

An example of a typical drilling riser system configuration 

and drilling riser joint are shown in Fig. 1 [1]. Riser joint and 

the associated couplings in Fig. 1(b) are generally sized to be 

compatible with a specific BOP stack size. A riser joint is a 

large diameter, high strength pipe, either seamless or electric 

welded, with couplings welded to each end. The riser joint is 

specified by its outside diameter, wall thickness, and material 

properties.

       

             (a) Drilling riser system      (b) Riser joint

Fig. 1  Drilling riser system configuration for 3,000m water 

depth and drilling riser joint

The push to drill in harsh, deepwater environments makes 

the need for an optimum riser stack-up that can maximize  

operability envelopes critical. This requires detailed analysis of 

all the stages of riser operation.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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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optimization of a drilling riser for harsh 

environments involves the assessment of a number of riser 

conditions and operations scenarios with variable design 

drivers on the riser stack-up. As a result, an iterative process 

is required between all stages of drilling riser analysis. The 

main stages to be considered are riser recoil, connected 

operability, storm hang-off, deployment/retrieval, and fatigue.

Drilling riser system development through riser analysis is 

relatively comm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previously (Chung, 2010; 

Guesnon et al., 2002; Williams, 2009; Gao, 2011; Walters et al., 

2004, Hariharan and Thethi, 2009; Song et al., 2011), but it is 

still a new field in Korea and this 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Guesnon et al. (2002) summarized drilling riser design 

issues and relative technology in ultra deep water. They 

studied hyperstatic integration of choke and kill lines in order 

to improve the axial behavior of the riser system.

In this study, drilling riser system analysis is carried out as 

a process of drilling riser system development especially, 

focused on the drilling riser joint. One element of the drilling 

riser system, drilling riser joint, was designed by using 

reverse engineering method. Riser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the verification of the design. At the same time, the prototype 

of drilling riser joint was made. Performance examination of 

drilling riser joint such as leak and pressure test were also 

carried out.

2. Design Considerations

The design and optimization of a drilling riser system for 

harsh environments involves the assessment of a number of 

riser conditions and operations scenarios with variable design 

drivers on the riser stack-up. As a result, an iterative process 

is required between all stages of drilling riser system analysis.

For deepwater harsh environment drilling operation, vessel 

options include anchored or dynamically positioned 

semi-submersibles, or dynamically positioned drillships.

The riser system has to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des such as API RP 16Q (Recommended 

Practice for Design, Sele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Marine Drilling Riser System, API). In particular its 

requirement is the maximum von Mises stress, which must be 

limited to less than 67% of the yield stress.

For the data of vessel and weather, a statistical assessment 

can produce the most probable maximum vessel heave, pitch, 

and roll response for all combinations of Hs (Significant wave 

height) and Tp (Peak period).

Especially, wave and vortex induced vibration (VIV) fatigue 

analyses can optimize a little more the riser system stack-up. 

Wave fatigue analysis identifies the fatigue critical regions of 

the string.

The string then can be optimized to reduce the overall 

damage at this location and to smooth peaks. VIV induced 

fatigue damage can be reduced through VIV suppression 

devices such as fairings or strakes.

However, VIV suppression devices can increase drag 

loading. In high current environments this leads to larger 

riser deflections and reduced operability.

Optimum arrangement of the buoyancy and riser joints 

within the string can reduce the effects of VIV. Placing riser 

joints at regular intervals between buoyancy joints can disrupt 

current flow around the riser to help mitigate VIV.

3. Riser Analysis

A complete drilling riser system analysis is a compilation of 

a number of analyses, which investigates the overall static 

and dynamic response of a drilling riser for various 

environmental loads, vessel loads and drilling loads.

Drilling riser systems are required to resist environmental 

loading whilst maintaining small flex joint angles for 

optimum utility. In shallow water, this may be achieved by 

the use of standard joints without using buoyancy and a low 

top tension. In deepwater however, increased riser tension 

and specific stack-up configurations are required for 

productive operation.

In the drilling riser system analysis, the riser system is 

modeled as a tensioned bema subjected to loads throughout 

its length, and with boundary conditions at each end. The 

tensioned beam element descriptions include riser geometry, 

riser mass, and riser material properties. Loading on the riser 

includes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as well as 

environmental loads caused by waves and currents.

Top boundary conditions generally include top tension, 

vessel offsets and motions as well as a description of the 

rotational stiffness of the upper flex/ball joint. Typically, 

required top tension depends on the drilling fluid density. 

The bottom boundary condition may result from either a 

connected or disconnected riser. The boundary condition of a 

disconnected riser should include the mass of either the BOP 

stack or only the LMRP depending on the situation.

Drilling riser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y the 

commercial code, DeepRiser. The DeepRiser is an integrated 

engineering application used across the drilling industry and 

has been developed specially to optimize and streamline the 

design and analysis of drilling riser system.



 
POD

(ft)

Time to POD

(s)

Red circle

(ft)

Red circle

(s)

Reference 678.3 385.8 579 340.8

DeepRiser 681.1 386.6 574.4 341.6

Thickness (inch) 0.813 0.875 0.938

Max. Effective Tension (kips) 2,568 2,489 2,381

Min. Effective Tension (kips) 454.3 472.8 498.9

Max. Von Mises Stress (ksi) 49.6 45.0 40.6

Flex Joint

Data

Max. UBJ Angle 4.57 4.57 4.57

Max. LBJ Angle 0.039 0.039 0.039

Environmental parameters for riser analysis are as follows. 

The design water depth is plainly one of the major starting 

points for the riser desig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number of bare joints as well as the blow out preventer 

(BOP) and lower marine riser package (LMRP) weights have 

to be checked versus the hook load capacity during the 

deployment phases.

Deepwater drilling operations are sensitive to ocean 

currents due to the length of the riser and the large top 

tensions required to supporting the riser string. The current 

profiles and intensity determine the riser top and bottom end 

angles. According to API RP 16Q, in the drilling connected 

mode these angles have to be less of 2° in static conditions 

and 4° in dynamic conditions.

Wave action influences the riser system design in two ways. 

It contributes to the hydrodynamics loads acting on the riser. 

And it affects the riser top end motions through the rig RAOs 

(Response Amplitude Operators).

Deepwater drilling riser analysis provides a means for 

identifying the critical stages of the drilling program and 

enables strategies to be developed to combat loss of riser 

operability.

By the static analysis of drilling riser system, stack-up 

configuration of the system and the designed thickness of 

riser pipe were evaluated. Static analysis is not affected by 

the wave and the basic specifications of the system are 

evaluated through the calculation of loads and stress on the 

riser system.

The problem of dynamic behavior of drilling riser, 

formulated by equations of motion, may be solved by the 

finite element method. Dynamic analysis includes the load 

exerted by the time varying wave force and the platform 

surge motion.

4. Results and Discussions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analytical results, 

calculated results by ReepRiser in this study are compared 

with those of advanced research institution (SHI project report 

by MCS Kenny) for the drift-off analysis of the drilling riser 

system as shown in Table 1. Drift-off analysis calculates the 

flex joint angle, Tensioner stroke, VM stress, and bending 

moment when the drillship is drifted because of the 

breakdown of dynamic positioning system. And finally 

determine the point of disconnect (POD) time.

Look at the other results of dynamic analysis, the effects of 

the thickness changes of the drilling riser joints are compared 

in the view of the maximum and minimum effective tensions, 

etc. In this study, designed thickness of the riser joint is 0.875 

inches. And 7% thin and thick target analyses for the 

designed thickness are conducted.

Table 1  Comparison of calculated results (Drift-off analysis)

As shown in Table 2, the effective tension has been very 

influential in changing with the stiffness of riser joints due to 

the changes of the pipe’s thickness. But in all cases, Von 

Mises stress is within the permissible range and variation of 

the thickness don’t change the angle of Flex Joint.

Table 2  Comparison of thickness change of riser pipe

In the situation of drift-off operation mode, the distance 

from dynamic positioning set-point, tensioner stroke, and 

maximum von Mises stress are calculated as shown in Fig. 2.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under the maximum drilling 

operation condition with wind speed of 25 ft/s.

Figure 2(a) shows the position of drillship from the 

dynamic positioning set-point after the breakdown of dynamic 

positioning system.  Figure 2(b) shows the tensioner stroke 

with time. From the criteria of tensioner stroke, the point of 

disconnect (POD) occurs after 412. 2 seconds. And the red 

alert time is determined as 367.2 seconds in 45 seconds ahead 

of OPD.

In the situation of disconnected hang-off mode, the 

fluctuating axial tension should remain positive when the 

vessel heaves in order to avoid any slackening or dynamic 

buckling of the riser. Hurricane or in dangerous situations, 

any part of the drilling riser system are disconnected and the 

drilling unit turns back. That is, hang-off analyses are carried 

out.

In this case, there are two ways to turn back with the 

connection to the LMRP and BOP or only LMRP. In this 

study, the calculation is performed for both cases for the 

maximum drilling conditions.

  



(a) Distance form DP set-point  (b) Tensioer stroke

(c) Max. von Mises stress

Fig. 2  Calculated results of drift-off analysis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 in Fig. 3, 2,290 kips 

tension are acting in the case of BOP and LMRP hang-off 

(Fig. 3(a)). In the case of only LMRP hang-off (Fig. 3(b)), 1,900 

kips tension is acted on the system. In both cases, the 

calculated tensions are smaller than those in drilling 

operations. So, the disconnected analysis shows the reliability 

of the drilling riser design.

  

       (a) BOP & LMRP)               (b) LMRP

Fig. 3  Comparison of hang-off analysis

5. Conclusions   

Deepwater drilling riser system analysis is quite complex 

and is required to define operational limits and top tension 

requirements under in-service loadings.

In this study, drilling riser system analysis was carried out 

as a process of drilling riser sys development, especially 

focused on the drilling riser joint. In the drilling riser system 

analysis, collapse pressure and allowable stress calculations 

are performed for the 3,000 m water depth.

In the collapse pressure calculation, the outside seawater 

pressure on the riser joint is 1,897 psi. This is lower than the 

collapse pressure of 3,283 psi proposed from API 5C3 code. 

For the 14 ppg mud density, the maximum Von Mises stress 

is calculated as 40.8 ksi. This is smaller than the allowable 

stress criteria (53.6 ksi, 67% of yield stress) proposed from the 

API RP 16Q.

In the dynamic analysis of drilling riser system, drift-off 

and hang-off analyses were carried out and the stability of 

the designed drilling riser system were examined. Also, the 

drift-off analysis results show a similar trend in the present 

and reference studies for the maximum drill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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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irectional drilling, it is difficult to adjust and control the cuttings, so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the flow 
characteristics of a drilling flow field. In this study, solid-liquid two-phase flow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in non-Newtonian 
fluids for hole inclinations from vertical to 75 degrees, flow velocities from 0.33 m/s to 0.66 m/s, particle concentration from 4 to 16 

%, and pipe rotations from 0 to 400 rpm. Pressure drop within the test section, and particle volume fraction are measured for the 
above test conditions. These quantities were influenced by particle concentration within the flow, pipe rotation, flow volume, and 
inclination of the annulus. Moreover, empirical correlations were developed for estimating friction coefficient and particle volume fraction 

inside annulus. The new correlations generated in this study are believed to be very practical and handy when they are used in the 
field. Therefore, this study can provide meaningful data for directional drilling.

1.Introduction

Among the may industrial units involved with multi-phase 

systems, agitation of solid-liquid systems is quite commonly 

encountered such as catalytic reactions, drilling operation of 

oil well, etc. Although there are many industrial applications 

of solid-liquid mixture flows in technology, the available 

knowledge about particle flows is not complete due to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analyzing these complex systems.

Extensive cuttings transport research has been performed by 

the drilling industry in the last 30 years, is this is still an 

important topic in today's drilling operations. Many studies 

on cuttings transport used during conventional vertical, 

directional, and horizontal drilling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 However, studies on cuttings transport in the slim 

hole directional drilling has begun only recently, and few 

reports exist in the literature.

The first study of drilling sludge transfer was accomplished 

by Pigott (1941). He performed a test using water and drilling 

fluid. He determined that increasing the drilling fluid velocity 

and density is advantageous for drilling cuttings transfer, and 

concluded that high viscosity is not necessary for both 

laminar flow and turbulent flow.

Sellgren (1982) and Ozbelge et al. (2001) described pressure 

loss of the solid-fluid mixed flow and the upstream velocity 

inside the vertical pipe for the solid-fluid mixture. They 

claimed that additional turbulent flow occurred due to the 

relative velocity between the solid and fluid.

Tomren et al.  (1986) performed a test using drilling sludge 

combined with water and Carbopol. He made a testing device 

that represented the normal condition and performed a 

wide-ranging study of the movement of drilling cuttings. He 

compared results for inclined angle, pipe rotation, eccentricity 

of the pipe hole, and flow rate of the drilling fluid.

Doron et al. (1997) performed a solid-fluid mixed flow test 

for an inclined annulus pipe, and observed a change in 

pressure loss versus the change in the volumetric share of the 

solid particles and to the change in the annulus pipe inclined 

angle. These results showed that when pipe inclined angle 

was increased from the vertical condition, performance of the 

particle transfer decreased with the pressure loss and the 

increased speed of the particle precipitation according to the 

effect of gravity on the particle.

In this study, we examined fully-developed solid-liquid 

mixture flow of Newtonian fluids through a concentric 

annulus with a combined bulk axial flow and inner cylinder 

rotation. For an inclined annulus, we note that steady state 

conditions, which are known to be prevalent in most drilling 

operations, commence after the bed has formed. Due to the 

constant interchange of particles between the bed and the 

flow stream, the exact mathematical relations describing free 

particles and steady bed dynamics are formidable.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ive a volume 

fraction on the effects of pipe rotation on cuttings transport 

based on the experimental work and propose empirical 

correlations including pipe rotation for estimating cuttings 

volume fraction and friction coefficient inside annulus.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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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evant Variables

The rotational speed of a drill pipe in excavation work is 0 

to 100 revolutions per minute (RPM), and this range is typical 

for turbo drilling, medium-to-rock drilling, and 

soft-to-medium drilling. The speed of the drill pipe in slim 

hole drilling increases to 400 RPM and more. Therefore, we 

used speeds of 0, 200, and 400 RPM and more. We divided 2 

mm sand particles by size, and made fluid mixtures as 

uniform as possible. The average density of the sand particles 

was measured as 2,381 kg/m
3.

Pressure loss

If a radius ratio of a concentric annulus is 0.7, then 

Cf for laminar flow is given by

  



                                      (1)

and for turbulent flow (Nouri et al., 1994) is given by

 






                                     (2)

The experimental coefficient of the surface friction can be 

determined after obtaining the pressure loss per unit length 

by substituting the measured static pressure at the two 

arbitrary places in Eq. (3),







 
 

                           (3)

where ρm, ρccl4, θ and ΔL denote the density of the mixed 

fluid, the density of CCl4, the inclined angle of the 

manometer, the head of the manometer, and the distance 

between pressure holes.

Particle volume fraction

The particle volume fraction CVT inside the annulus pipe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is used to evaluate the particle 

transfer efficiency of the solid-fluid flow. As m all particle 

volume fraction represents excellent transfer performance. 

CVT can be obtained by dividing the overall annulus pipe 

volume by the solid particle occupied volume (Kleinstreuer, 

2003):








×              (4)

We installed a device to sample the flow at the exit area 

of the test zone. We directly measured the volume fraction 

of the particle, and obtained an experimentally-derived 

equation by making the each dimensionless number of the 

diverse test flow rate, inclined angle, cuttings size, pipe 

rot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of the volumetric ratio.

3. Experimental method

Using our testing device as shown in Fig. 1, we performed 

a particle transfer test using drill pipe rotation and working 

fluid. This device is a flow system that can imitate the flow 

of a wide range of drilling fluids mixed with cuttings at 

drilling conditions. The main test section had a height of 1.7 

meter and an annulus pipe section with an inner pipe (30 

mm), outer pipe (44 mm) and a 0.7 radius ratio.

Static pressure was measured using two static pressure taps 

with a 0.5 mm diameter, distributed longitudinally on the 

outer cylinder. Two static pressure taps were installed along 

the flow direction in the measuring section. The static 

pressures were read from a calibrated manometer bank with 1 

mm resolution. The specific gravity of the manometer fluid 

(CCl4)is 1.88, with heights in the range of 20 to 600 mm..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The mixture flow rate was adjusted manually using a 

bypass valve installed after the outlet of the pump. 

Experiments were performed for sand slurries using the 

properties shown in Table 1. For example, a particle 

injection rate with a 4% injection concentration moves 0.04 

to 0.11 kg/s when the flow speed changes to 0.48 to 1.39 

m/s. When the mixture flow became stable, the axial 

pressure drop, the mass flow rate of solid particles, and the 

particle volume concentration were measured simultaneously.

Table 1  Sand slurry properties 

Concentration
(%)

Density
(kg/m3)

Injection rate (kg/s)

24
(L/min)

33
(L/min)

50
(L/min)

68
(L/min)

4 1053.4 0.037 0.052 0.079 0.108

8 1108.7 0.075 0.105 0.159 0.216

12 1164.0 0.112 0.157 0.238 0.324

16 1219.4 0.149 0.210 0.317 0.432



4. Results and Discussion

The particle transfer characteristic inside the fluid depends 

on the type of drilling fluid. In this study, for water as the 

drilling fluid, we derived a mathematical relation for Cf, CVT 

to predict the particle transfer characteristic.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relevant data by changing the drilling conditions.

The following general equation for the cuttings volume 

fraction was determined based on a graph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five independent variables (flow rate, inclined 

angle, pipe rotation, and particle feed concentration):

The dimensionless groups are defined as follows:

  
 


                 (5)

  
×

   
                       (6)

Also, θ and Ф are the inclined angle in radians and the 

particle feed concentration (dimensionless).

Figures 2 shows the relative characteristics and tendency 

for the Froude number(Fr), Taylor number(Ta) and particle 

feed concentration (f) considering the flow conditions of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e water. 

(a) Froude number

(b) Taylor number

(c) Feed concentration

Fig. 2  Relative friction coefficient

Figure 3 shows a comparison of predicted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In this test for the friction coefficient and 

the particle volumetric ratio,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t a inclined angle, and so we compared the relationship 

with the predicted results as shown in Figs. 3(a) and (b).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showed difference respectively 

under the ± 2%, ± 3%error range with 95% reliability. Thus, 

we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Cf, CVT calculation equation.

 

(a) Friction coefficient

(b) Particle volume concentration

Fig. 3  Maximum height of tension forces acting on the         

          mooring line at buoy

Figures 4 and 5 show the relative characteristics and 

tendency for the Froude number(Fr)and particle feed 

concentration (f) considering the flow conditions of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e 0.2% and 0.4% CMC solutions, 

respectively.

In terms of Froude number and feed concentration of 

non-Newtonian fluids, 0.2% and 0.4% CMC solutions show a 

similar pattern with water. But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That 

is, the friction loss i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flow rate 

and annulus inclination as the viscosity or density of fluid is 

increased.

But the friction loss i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rotational speed of the inner cylinder due to the shear 

thinning effect of non-Newtonian fluid. And the decrease of 

friction loss is larger as the viscosity of the fluid is increased.

The feed concentration of 0.2% and 0.4% CMC solutions is 

also a little increased as the viscosity and density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f water.



(a) Froude number

(b) Feed concentration

Fig. 4  Relative friction coefficient of 0.2% CMC solution

(a) Froude number

(b) Feed concentration

Fig. 5  Relative friction coefficient of 0.4% CMC solution

5. Conclusions

In this study, friction coefficient of fluids inside annulus 

and cuttings transport mechanism in inclined annulus with 

pipe rotation are investigated. Extensive amount of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matter.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Empirical correlations for estimating stationary bed 

thickness and friction coefficient are developed using 

experimental data. Results show that correlations may 

estimate with an error of ± 20 in most cases.

Pipe rotation drastically decreases frictional pressure loss 

inside inclined annulus if there are cuttings present.

In terms of Froude number and feed concentration of 

non-Newtonian fluids, 0.2% and 0.4% CMC solutions show a 

similar pattern with water. But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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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 Cartesian-grid flow method 직교 격자계 유동해석기법, 

Wave-induced Motion 파랑운동, Finite volume method 유한체적법, Volume-of-Fluid method VOF기법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umerical analysis for wave-induced motion of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WEC) using a 

Cartesian-grid base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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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ly, computations for a WEC device without 

pendulum were carried out under the regular wave conditions.  The characteristics of wave elevation inside the chamber were compared between 
present calculations and experiments. Comparison results are fairly good to show the validity of the present numerical method. Next, the 
chamber and pendulum of the WEC device were considered together. The wave-induced angular motions of pendulum were calculated and 

validated by comparing with experimental data. Lastly, using the present developed method, the effect of pendulum weight and hinged points on 
the performance of WEC device were numerically investigated. 

1. 서    론 

 

파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신개념 파력발전 구조물들이 제안되고 있다. 파력발전 구조

물은 운용 시 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해야 하며 동시에 황

천 시 파랑하중에 대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해양구조물 보다 엄밀한 설계절차를 거침으로써 새로

운 개념의 구조물 형상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파력발전 장치의 실해역 운용 전에 제반의 문제

점들을 도출하고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형시험, 비

선형 동적 구조해석,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석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기법을 이용한 다

각도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파력발전 장치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로는, 경조현 외(2006)가 

고정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에 대한 에너지 흡수효율을 포

텐셜 유동 기반의 국소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한 바 

있다. 또한 부유식 BBDB형 진동수주 파력발전장치에 대해서 김

진하 외(2006)는 포텐셜 유동 기반의 경계요소법 적용하여 파랑 

중 운동 및 파랑표류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진자형 파력

발전장치에 대한 수치해석으로는 남보우 외(2011)가 고차 경계

요소법과 Penalty방법을 이용하여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에 대한 

파랑 운동 특성을 해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교격자계 유동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 주위의 파랑장 및 거동 해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수치 해석기법 검증을 위해 진자를 제외한 수실 

단독 해석을 진행하여 수실 내의 파고분포특성을 모형시험 결

과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규칙파 중 수실과 진자를 모두 고

려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진자는 1자유도 각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진자의 각운동에 대해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개발된 수치기법을 적용

하여 진자의 관성 및 힌지점 위치에 따른 수치계산을 수행하

여, 진자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2. 직교 격자계 유동해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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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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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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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는 조파 및 소파를 위해 

계산영역 외곽에 천이영역을 두고, 입사파를 강제하고 산란파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남보우 외, 2010) 이 때 

는 조

파 천이 영역에서 강제하고자 하는 유속을 나타내며, 는 천이 

영역에서만 2차 함수 형태로 값을 가지는 감쇠계수이다. 본 논

문에서는 난류모델은 고려되지 않았다. 수치계산은 Cartesian격

자를 이용하여 유동계산을 수행하였으며, 2단계의 Fractional 

Step Method를 이용하여 시적분을 수행하였다. 

유체영역 내에 물체가 있는 경우 물체가 위치하는 계산격자에 

대해 공극률(Porosity, )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체 가까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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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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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는 이송방정식 (5)의 시간항

은 2차의 Crank-Nicholson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대류항은 

CICSAM기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하였다. 






 


                            (5) 

(a) Experiment (b) Calculation

Fig. 1 Snapshots of the wave filed around the floater of WEC 

device without pendulum

(a) T=3.75 sec

(b) T=4.75 sec

(c) T=5.75 sec

Fig. 2 Comparison of wave elevation along the ceterline inside 

the chamber of the WEC device under the regular 

wave conditions



3. 수치 해석 결과 및 검증

3.1 수실 단독 해석

규칙파 중 수실 주위 파랑장 특성을 살펴보고자 Fig. 1(a)와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2차원 수조

에서 1:20의 축척모형을 이용한 실험이 Park et al.(2012)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제원의 구조물 및 수조

를 대상으로 Fig. 1(b)와 같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는 

3가지 파주기에서 수실 내 파고 분포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

여 보여주고 있다. 수치해석의 전반적이 경향이 모형시험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파주기 3.75초와 4.75초에서는 수실

내의 정상파의 생성으로 인한 절점(node)이 각각 -2m와 +2m위

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주기 5.75초에서는 

수실안쪽에 입사파 대비 3배 이상의 파고가 발생하고 있다.  

3.2 수실/진자 연성 해석

직교 격자계 유동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규칙파 중 수실과 진자

를 모두 고려한 연성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수실은 고정

되었고 진자는 힌지점을 중심으로 각운동만을 하도록 모델링하

였다. Fig. 3은 파주기 4.75초에서 파랑장과 진자의 거동을 Park 

et al.(2012)의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수치계

산에서 진자가 전후로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수면의 

형상 또한 실험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규칙파 중 진자의 회전 진폭을 모형시험과 같이 비교

하고 있다. 파 주기가 길어질수록 진자의 회전 진폭은 증가하며 

주기 6.75초에는 약 50도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치계산에 의한 

경향은 모형시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으며, 본 수치해석

기법이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거동해석에 잘 적용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파고 2m의 세 가지 파주기에서의 파

랑장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파 주기가 길어질수록 파랑력

에 의해 진자가 전후로 더 큰 진폭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기 4.75초에서는 수실 내의 파고가 증가하여 월파현상

이 발생하였다. 

(a) Experiment

(b) Calculation

Fig. 3 Snapshots of fixed pendulum WEC device in waves 

(T=4.75sec, H=1m)

Fig. 4 Comparison of pendulum pitch RAO between 

experiments and present calculations (H=1m)

(a) T=3.75sec

(b) T=4.75sec

(c) T=5.75sec

Fig. 5 Snapshots of fixed pendulum WEC device in waves 

(H=2m)

현 수치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진자의 무게에 따른 파력발전 

구조물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진자의 

배수량 대비 2~4배까지 무게를 변화시켜가며 수치해석을 수행

하고, 진자의 회전 진폭을 Fig. 6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파

주기 6초 이전에서는 진자의 무게에 따른 회전 진폭의 변화가 

미미하였으며, 파주기 6.75초에서는 진자가 무거울수록 더 큰 회

전 진폭이 발생하였다.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운용 파주기

가 3초~6초임을 고려할 때 진자의 무게는 파력발전 구조물의 성

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Fig. 7

에서 보인 것처럼 진자의 무게가 클수록 수실 안쪽으로의 평균 

회전각이 작아지며, 그로 인한 월파량도 감소하는 이점이 있다. 



Fig. 6 The effect of pendulum weight on pendulum angular 

motion

(a) T=7.75sec, 

∇

(b) T=7.75sec, 

∇

Fig. 7 Snapshots of fixed pendulum WEC device in waves

Fig. 8 The effect of hinged location on pendulum angular 

motion

Fig. 8은 힌지점의 위치에 따른 진자 회전 진폭의 변화를 수치

계산으로 보여주고 있다. 힌지점이 높아질수록 회전 진폭은 줄

어들게 되며, 힌지점이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진자의 회전 진폭

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힌지점이 높아질수록 진자가 회전할 때 

필요한 힘 즉, 각운동에 의한 부가질량 및 감쇠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교 격자계 기반의 유동해석기법을 도입하여 

파랑 중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거동 특성 해석을 수행하였

다. 수치해석기법 검증을 위해 단독 수실 내의 파고분포특성과 

규칙파 중 수실 내의 진자의 회전 진폭을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

하여 좋은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현 수치해석기법을 활용하여 

진자의 무게 및 힌지점의 위치를 바꾸어 가며 추가적인 수치해

석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인자가 파력발전 장치의 성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추후 본 기법을 활용하여 

향후 진자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형상 최적화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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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Jack-up Leg 형상에 대한 해양 동역학적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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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Jack-up legs of the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was analyzed by 

using a numerical tool. Wave and current excitation forces on the legs were calculated by Morison equation, and the modal analysis 

was performed for various types of Jack-up legs. The Newmark-beta time integration scheme was used for solving the equation of 

motion in the time domain. The maximum displacement and bending stress were computed for 5 different leg types and the optimum 

leg type was selected. The simplified 6-legs Jack-up Rig based on the optimum leg was also modeled and its natural frequency and 

hydrodynamic behaviors were calculated.

1. 서    론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해상 풍력 발전은 풍력 에너지의 방대한 보유량과 에너

지원 활용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설치 환경과 대용량 발전에 제약이 있는 육상 풍력 발전과 달리 

해상 풍력 발전은 그 잠재성과 활용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상 풍력 발전기(Offshore wind turbine) 

시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와 함께 대규모 해상 풍력 발

전 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Offshore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50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안정적인 해상 작업을 위해서는 설

치선을 고정하는 Jack-up leg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해상 조건에 따른 여러 형태의 Jack-up leg의 

해양 동역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상의 Jack-up leg에 작용하는 파력

과 조류력을 모리슨 방정식(Morison et al., 1950)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모드해석(Modal analysis)과 뉴마크 베타 시적분법

(Newmark-beta time integration method)를 이용하여 단일

     

Jack-up leg의 해양 동역학적 특성을 시간영역에서 해석하고, 

각 형상별 Leg의 최대 수평 변위와 굽힘 응력을 비교하였다. 또

한 최적화된 Leg 형상을 적용한 6-legs 형태의 단순화된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에 대한 해양 동역학적 특성을 계산하였다.  

 

2. 문제의 정식화

Jack-up leg의 파랑중 운동응답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구조물

의 운동지배방정식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각각 질량행렬, 감쇠행렬, 강성행렬

을 나타내며, 는 외력,  는 구조물의 변위벡터를 나타낸

다. 해양구조물 해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류의 속

도 분포형(Tidal current velocity profile)은 해저면에서 부터의 

높이에 따라 다음의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awson, 

1983)




   






                                     (2)

여기서, 는 해저면에서 부터의 높이, 는 수심, 그리고  는 

수면에서의 조류 속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Jack-up leg에 사용되는 철제 실린더형 frame

의 특성상 입사파장(λ)에 비해 각 형상의 지름(D)이 작기 때문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에(D/λ<0.2), 파입자 운동과 구조물 변위간의 상호작용을 고려

한 수정된 모리슨 방정식(식 (3))을 사용하였다 (Stelson and 

Mavis, 1955). 

 

 







    (3)   

 

여기서, 은 관성계수, ρ는 해수의 밀도, 는 구조물의 침

수 부피, 는 파입자의 가속도, 는 구조물의 가속도, 은 항

력계수, 는 구조물의 파 입사방향의 침수 투영면적, 는 파입

자의 속도, 그리고 는 구조물의 속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는 은 2.0, 은 1.0을 사용하였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은 관성력과 항력으로 구성된 모리슨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조물 각 노드 점에 대한 행렬식으로 표현

하여 쓰면 식 (4)과 같다. 

               (4)  

여기서, 

   

 

   

 

  





식 (4)의 오른쪽 3번째 항은 물입자와 구조물간의 속도차로서 

비선형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비선형성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 입자와 구조물의 상대변위 r을 대입하여 

다음 식 (5)와 같은 운동지배방정식을 이끌어 내었다. 

               

             

   (5)   

 

여기서,        , 

는 등가선형항력 

계수, 그리고   이다. 

식 (5)에서 오차벡터{e}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최소자승법

(Hartnett and Mullarkey, 1996)을 이용하여 

을 결정함으로서 

비선형 항을 근사적으로 선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등가선형화

법에 의해 선형화된 운동방정식은 다음 식 (6)와 같다.

                (6)  
    

여기서,

       
       

  







 은 물입자와 구조물의 상대속도( )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구조물의 동역학적 특성은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고유값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진동모

드를 구할 수 있다. 모드해석을 수행할 때, 각 모드의 고유벡터 

 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동역학적 변위  는 다음 식 (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와  는 고유값 해석을 통해 구한 모드행렬과 

표준 변위 벡터를 나타낸다. 

입사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양구조물의 운동 응답은 낮은 

진동 모드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5차항까지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식 (7)

을 식 (6)에 대입하고 모달 매트리스의 전치행열(  )을 양변

에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 (8)을 구할 수 있다.

     

     

      
    (8)     

     

여기서, [I]는 단위행렬이고,    는 j번째 모드의 고유진동

수와 감쇠계수를 나타낸다. 뉴마크 베타법을 이용하여 식 (8)을 

적분하여 각 모드에서의 진동응답을 구하면, 해양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수행할 수 있다(Stephen and Mark, 1963; Park et al., 

2012).

3. 수치 결과 및 분석

Fig. 1 Various types of Jack-up legs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상의 Jack-up leg에 대한 해양 동역

학적 해석에 앞서 Fig. 1의 Standard leg에 대해 수치해석을 실

시하였다. Standard leg는 120개의 Nodal point와 216개의 3차원 

Beam element로 구성 되었다. Leg의 상단과 하단 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4m 간격으로 수평 부재(Horizontal member)와 Inner 

bracing member를 설치하였고, Leg 중앙부에는 이를 8m 간격



으로 배치한 형태로서 수평 부재들 사이에는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Jack-up leg이다.

Fig. 2 Maximum displacement and bending stress at each 

location on the standard leg, left figures (H=2.5m, 

T=5.5sec) and right figures (H=5.5m, T=8.5sec)

 

Fig. 3 Comparison of maximum displacement and bending stress 

for various types of legs with two different load 

conditions

Fig. 2는 Standard leg에 대해 각각 파고(H) 2.5m, 파주기(T) 

5.5 초일 때와 파고(H) 5.5m, 파주기(T) 8.5초일 때에 leg의 높이

에 따른 각 노드점에서의 최대 변위와 최대 굽힘 응력의 비교를 

보여준다. 입사파와 같은 방향으로 조류가 흐를 경우, 조류가 없

을 때 보다 Leg의 최상단부(104m)에서 최대 변위가 각각 

18%(H=2.5m, T=5.5sec, Ut=1.0m/s)와 8%(H=5.5m, T=8.5sec, 

Ut=1.2m/s)씩 증가하였다. 최대 굽힘 응력은 Leg의 상부에서부

터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수평부재와 Inner bracing 

member가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하단부인 20m 지점에서는 급

격히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최대 굽힘 응

력의 경우 조류력이 작용할 경우, 작용하지 않을 경우 보다 Leg

의 최하단부인 4m 지점에서 각각 23%(H=2.5m, T=5.5sec, 

Ut=1.0m/s)와 10%(H=5.5m, T=8.5sec, Ut=1.2m/s)씩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형상의 Jack-up leg에 대한 해양 동역학적 특성 비교

를 위하여 Standard leg를 기준으로 수평부재들 사이에 보강이 

되는 Inclining bracing member 설치 형상에 따라 Fig. 1과 같이 

Diagonal type, Diamond type, X-brace type, V-brace type, 

Zigzag type 등 5가지 Jack-up leg를 모델링하여 해양 동역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Fig. 3은 각각 파고(H) 2.5m, 수면조류속도(Ut) 1.0m/s 일 때와 

파고(H) 5.5m, 수면조류속도(Ut) 1.2m/s 일 때 파주기(T)에 따른 

각 모델의 최대변위와 최대 굽힘 응력의 비교를 나타낸다. 파주

기(T)가 길어짐에 따라 Jack-up leg에 작용하는 파랑 하중이 증

가하여 최대 변위와 최대 굽힘 응력은 대체로 선형적으로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산 모델 중 Diagonal type의 Jack-up 

leg가 가장 작은 변위와 굽힘 응력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Diagonal type의 Jack-up leg가 다른 형태의 Leg보다 파력과 

조류력이 작용하는 투영면적이 적어 Jack-up leg에 작용하는 전

체 환경 외력이 비교적 작으면서도, 구조적으로 안정된 형상이

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Fig. 4 Overview of an idealized three dimensional 6-legs Jack-up 

Rig with diagonal type legs   

본 연구에서는 Fig. 3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Diagonal type 

Jack-up leg를 적용하여 Fig. 4와 같이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

을 단순화한 6-legs type 설치선 모델 (Jack-up Rig)에 대한 해양 

동역학적 특성을 계산하였다. 이 모델은 774개의 Nodal point와 

1672개의 3차원 Beam element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제원과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본 모델에 작용하는 입사

파와 조류는 동일한 방향에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Table 1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Jack-up Rig

Description Value

 Deck size 60 x 130 m

 Jack-up leg height 110 m 

 Water depth 70 m

 Leg member diameter 0.4445 m

 Horizontal member diameter 0.3238 m

 Inclining bracing member diameter 0.2731 m

 Inner bracing member diameter 0.2191 m

 Deck weight 450 MN

 Structure weight per unit volume 77 kN / m
3

 Young’s modulus 2.1 x 108 kN / m2

 Stiffness per unit length 8.1 x 107 kN / m

    

Table 2 Natural period and frequency of the Jack-up Rig

First 

mode

Second 

mode

Third 

mode

Fourth 

mode

Fifth 

mode

Natural 

period 

(Sec)

11.072 10.306 9.891 7.103 6.867

Natural 

frequency 

(rad/sec)

0.567 0.610 0.635 0.885 0.915

고유값 해석을 통해 구한 Jack-up Rig의 고유주기와 고유주파

수는 Table 2와 같으며 1차 모드와 2차 모드에서의 고유주기는 

각각 11.072초와 10.306초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Rig 설계 및 설

치 시 환경외력에 대한 구조물의 공진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

요한 요소이다.

Fig. 5는 6-legs Jack-up Rig에 대해 각각 파고(H) 2.5m, 파주

기(T) 5.5초, 수면조류속도(Ut) 1.0m/s(Load case 1)일 때와 파고

(H) 5.5m, 파주기(T) 8.5초, 수면조류속도(Ut) 1.2m/s(Loca case 2)

일 때 Leg의 각 높이별 노드점에서의 최대 변위와 최대 굽힘 응

력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최대 변위의 경우 Load case 2를 적용

할　때 Load case 1에 비해 큰 값을 가지는데, 이는 Table 2의 

결과를 통해 Load case 2가 구조물의 고유주기에 더 가깝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Load case 1의 경우 Deck 상부에 고정

된 Leg 부분인 96m 지점에서 최대 굽힘 응력이 발생하는 반면 

Load case 2인 경우에는 Deck 하부에 고정된 Leg 부분인 84m지

점과 Leg 하단부인 4m 지점에서 최대 굽힘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Deck의 집중하중으로 인해 Deck와 Jack-up leg의 

연결부에서 굽힘 응력이 급격히 증가하며, 파력과 조류력에 의

한 외력이 큰 경우(Load case 2) Jack-up leg의 수평방향 변위의 

증가로 인해 Leg의 후단부로 내려갈수록 굽힘 응력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5 Maximum displacement and bending stress at each location 

on the 6-legs Jack-up Rig with two environmental 

conditions(H=2.5m, T=5.5sec, Ut=1.0m/s and H=5.5m, 

T=8.5sec, Ut=1.2m/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에 사용되는 Jack-up 

leg의 각 형상에 대한 파고, 파주기, 그리고 조류의 변화에 따른 

Leg의 최대 변위와 최대 굽힘 응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모리

슨 방정식을 이용하여 입사파와 조류에 의한 외력을 구하였고, 

모드해석을 통해 각 모드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한 후 뉴마크 베

타법을 이용하여 운동 방정식을 시간영역에서 해석하였다. 

Jack-up leg의 수평부재의 보강을 위해 설치된 Inclining 

bracing member의 설치 형상에 따라 Diagonal type, Diamond 

type, X-brace type, V-brace type, Zigzag type 등 총 5가지 

Jack-up leg에 대한 해양 동역학적 특성을 계산하고 분석하였다. 

환경외력 조건에 따른 각 Leg type의 최대 변위와 최대 굽힘 응

력을 비교하여 같은 물성치를 가진 Jack-up leg 중 Diagonal 

type이 가장 우수한 해양 동역학적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을 단순화한 6-legs 

Jack-up Rig의 수치 모델링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각 모드별 고

유주기를 파악하고, 환경외력에 따른 최대 변위와 최대 굽힘 응

력의 발생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 같은 수치 해

석 결과는 차후 Jack-up Rig의 설계 및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중

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의 Jack-up leg에 대한 해

양 동역학적 통합 해석 모델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 결과로써, 

차후 구체적인 구조물 모델링과 정밀한 계산을 통해, 보다 정확

한 운동 응답 및 성능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2차)의 지원으로 수

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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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aximum crest height 최대마루높이, Wave run-up 파도 처오름, Diffraction wave 회절파, Circular column 원형기둥, 
Cartesian grid system 직교격자계, Modified marker-density method 수정된 밀도함수법  

ABSTRACT: During the design of column-based platforms, the prediction of maximum crest height distorted by the column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deck height of the platform. This paper addresses a method for the prediction of run-up around a circular column in regular 
waves using modified marker density(MMD) method which is one of methods to define the free surface in Cartesian grid system. The diffraction 

of regular waves and wave run-up due to a circular column are investigated. The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by specifying the 
velocities of being solved by Stokes 5th order wave theory at the inlet and applying damping zone near to the outlet. The simulations are 
performed for the waves of three steepnesses and two periods selected from experimental data(Kristiansen et al., 2004). The numerical results are 

presented good agreement to the experimental data.

1. 서    론 

해양구조물의 극한설계에서 구조물에 의한 회절파의 정확한 

파고 예측은 자유수면으로부터 구조물의 상부갑판까지의 높이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구조물의 직경( )과 입사파장

( )의 비가 0.2보다 작은 jacket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입파가 

구조물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나 

≥인 원형기둥을 가진 인장계류식, 중력식, 반잠수식과 

같은 대형 구조물에서는 원형기둥과 파랑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마루높이 증폭(Crest height amplification)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비선형성이 강한 회절파로 알려진 런업(Run-up)을 정도 

높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형파 회절이론보다 비선형성을 보다 

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포텐셜 이론과 선형파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McCamy and 

Fuchs(1954)는 대형 수직 원형기둥에 의해 생기는 회절파의 해

석해를 제시하였다. 포텐셜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실제적

인 설계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유입파의 파형경사

(Wave steepness)가 커질수록 최대파고 예측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Buchmann et al., 2000).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차 포텐셜해석법(Kristiansen et al., 2004)

이 제시되었고, 또한 복잡한 자유수면을 정도 높게 해석할 수 

있는 Navier-Stokes방정식에 근거한 Volume of fluid(VOF)법을 

이용한 CFD기법(Iwanowski et al., 2009, 이광호 등, 2007)에 관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VOF법은 격자 내 물과 공기의 체

적비율을 이용하여 자유수면을 정의함으로써 해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

과 공기의 체적비율로 인한 해의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된

다. 따라서 물과 공기의 체적비율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공기의 

밀도만을 사용하는 밀도함수(Marker-density)법(Park et al., 

1999)이 자유수면 파도계산에 사용되었고, 밀도차이에 의한 지

배방정식의 공간적 불연속성을 없게 하여 해를 안정적으로 만든 

수정된 밀도함수법(Lee et al., 2012)도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직교격자계에서 규칙파 중 원형기둥 주

위의 자유수면에 대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먼저 

규칙적인 입사파의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스토크스 5차 파 이

론에 따른 파형들을 비교하여 수치적 입사파에 대한 정도를 검

증하였고, 규칙파 중에 놓인 원형기둥 주위의 파랑변형에 대한 

계산결과를 기존의 실험결과들(Kristiansen et al., 2004, 

Kristiansen et al., 2005)과 선형증폭요소(RAO) 및 최대마루높이

(Maximum crest height)에 대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수치기법  

2.1 지배방정식과 수치해석기법

 본 연구에서는 직교 교차격자계를 이용하여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방정식을 Two step projection기법으로 푼다. 대

류항의 공간 이산화에는 Kawamura-Kuwahara기법이 사용되

고, 시간 이산화에는 Adams-Bashforth기법을 사용하였다. 대류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공간에 대하여 2차 중심차분법을, 

시간에 대하여는 1차 전진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Subgrid-scale(SGS) 난류모델을 적용하여 사용된 격자크기 이

하에서 난류특성을 고려하였다. 각각의 수치기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Lee et al.(2012)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자유수면 경계조건

 밀도함수의 수송방정식인 식 (1)을 도입하여 자유수면의 위치

를 계산한다. 여기서, 자유수면의 위치는 물과 공기의 평균밀

도를 갖는 위치로 정의하였다. 계산 전 영역에 대한 밀도함수

의 초기 값으로는 물과 공기의 밀도를 각각 대입하였다. 






                                      (1)

        on free surface              (2)












   on free surface                 (3)

 자유수면의 동역학적 경계조건은 식 (2)와 식 (3)으로 자유수

면에서 물과 공기의 밀도에 대한 압력항의 비가 연속이 되도

록 하였다. 식 (3)의 은 텐서 표기로써, 임의의 방향으로 구

배가 연속임을 의미한다. 식 (3)은 물과 공기의 밀도차이에 의

한 지배방정식의 공간적 불연속성을 없게 하여 해를 안정적으

로 만든다. 즉, Fig. 1과 같은 조건에서 자유수면의 압력 

는 

식 (4)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자유수면 격자의 속도와 압력은 

속도-압력 동시반복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1과 같은 

상태에서 자유수면 격자의 속도는 속도정의점과 자유수면간의 

거리, 자유수면의 압력을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계산하였으

며, 자유수면 격자의 압력은 대상 격자의 발산이 영인 조건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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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의 는 발산을, 는 완화계수, 아래첨자는 격자 번호, 

위첨자 은 반복횟수, 와 , 는 격자크기이다. 는 

전 시간 단계의 속도에 대류항과 확산항을 더한 임시속도이다. 

자유수면 주위의 각 격자면을 통과하는 유량을 계산하기 위하

여 각 방향의 속도성분들의 변화가 2차 방정식에 따른다고 가

정하였고, 이 2차 방정식은 이웃한 속도정의점으로부터 유도된

다. 유도된 2차 방정식을 적분하여 각 격자면을 통과하는 유량

을 더하여 대상 격자에서의 발산을 계산하였다. 식 (6)를 통하

여 계산된 압력을 이용하여 자유수면 주위의 속도성분들을 재

계산하고, 대상 격자의 발산이 ‘0’에 수렴 할 때까지 반복하여 

자유수면 격자의 압력을 계산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for the pressure and velocity of

      free surface cells

2.3 물체경계조건

 직교격자계에서는 물체면과 격자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경계를 정의하기 한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물체의 형상을 삼각형 면 소들로 정의하 다. 물체정의

과 속도정의 이 동일평면상에 존재하도록 삼각형 면 소와 

격자면의 심선의 교차 을 이용하여 물체의 형상을 정의하

다.

x∆

y∆

1
Q

2
Q

Fig. 2 Schematic diagram for the divergence calculation of   

      body boundary cells(Jeong and Lee, 2012) 

Fig. 3 Schematic diagram for the velocity profile near body  

      boundary cells(Jeong and Lee, 2012)

 물체경계격자의 속도와 압력은 자유수면격자와 같이 속도-압

력 동시반복법으로 계산하 다. 한, Fig. 2와 같이 2차방정식 

형태의 속도 분포식을 두 방향으로 추정하고, 이를 산술평균하

여 하나의 격자면을 통과하는 유량을 계산하 다. 각 면을 통

과하는 유량을 합하여 물체경계격자의 발산을 계산하 다. 발

산이 0에 수렴할 때까지 반복계산하여  발산 조건을 만족시

켰으며, 2차 방정식 형태의 속도 분포식 계산 시 Fig. 3과 같이 

물체면의 속도와 이웃한 2개의 속도정의 에서의 속도를 이용

하여 착(no-slip)조건을 만족시켰다. 



3. 수치해석

3.1 대상파도 설정 및 수치모델 생성

 본 연구에서는 직경 0.318m, 흘수 0.477m의 제원을 가지는 

축적비 약 1:50인 원형기둥에 대하여 Kristiansen et al.(2004)과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6가지 경우를 선정하여 수치 시뮬레이션 

하였다. 6가지 경우는 주기 1.27sec, 1.70sec, 그리고 각각에 대

하여 파형경사 1/30, 1/16, 1/10 이다. 본 연구의 계산 영역은 

Fig. 4에 도시하였다. 유입부에서 실린더 중심까지의 거리는 파

장의 1배, 실린더 중심에서 유출부까지는 파장의 4배이고, 폭

은 파장의 1배로 설정하였다. 파장은 주기에 따라 약 2.5m, 약 

4.5m이다. 유입부에는 스토크스 5차 파이론에 해당하는 속도성

분을, 유출부에는 Damping zone을 주었다. 사용된 격자의 크

기는 원형기둥 주위의 런업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방향으로 

실린더 직경의 0.06배, 0.03배, 0.06배이고, 원형기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각 방향으로 격자의 크기를 점차 넓혀주었다. 사용

된 격자의 수는 길이방향으로 100개, 폭 방향으로 50개, 정수 

중 수면높이까지 40개를 주었고, 높이방향으로 80개로 총 

400,000개이다. 계산 시의 시간간격은 2/1000초이고, 원형기둥 

중심에 대칭조건을 주고 반쪽 만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파고 

계측 위치는 Fig. 5와 같다. 

Fig. 4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

           

Fig. 5 Location of wave probes around circular column

3.2 파도 검증

 원형기둥 주위의 자유수면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유입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파도를 

생성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계산 영역의 전체 크기

보다 한 파장에 포함되는 격자의 수, 즉 격자의 파도 진행방향

에 대한 밀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Kristianse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원형기둥 주위의 자유수면에는 격자를 조밀하

게, 그 외의 영역에는 원형기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차 격자

를 크게 하였다. 따라서 유입부의 최대 격자 크기도 유입파 생

성의 변수로 고려하였다. 이를 반복수행한 결과 유입부의 최대 

격자 크기가 파장의 1/10배 이하 일 경우에 요구되는 파형이 

나옴을 확인하였다. 이 때 한 파장에 포함되는 격자의 수는 50

개이다. 이는 전 계산 영역에 걸쳐 격자의 수를 최소화시킴으

로써 계산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주었다. 이를 적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스토크스 5차 파이론 해와 비교하여 

Fig. 6에 도시화하였다. 

 

Fig. 6 Comparison of incoming wave(solid line) with Stokes

      wave by 5th order theory(dashed line) (T=1.2728sec,   

     H/L=1/16)

4. 결과 및 해석

 6가지 경우의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결과 및 일차 

WAMIT 계산결과(Kristiansen et al., 2004)와의 비교는 Fig. 7

에서 볼 수 있다. Fig. 7의 x축의 는 산란요소(scattering 

parameter)로 정의되며, 는 파수(Wave number), a는 원형 기

둥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결과 해석에 있어서 RAO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AO =                                            (7)

 는 유입파의 일차 조화주파수의 평균진폭을 의미하고   

는 원형기둥에 의한 회절파의 일차 조화주파수의 평균진폭을 

의미한다. 회절파의 일차 조화주파수의 평균 진폭은 회절파의 

경향이 일정하게 나오는 시간영역을 선택한 다음 이산푸리에

변환을 통해 구해진다. 유입파의 일차 조화주파수의 평균진폭

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다.

 

Fig. 7 Comparison of RAO among present numerical        

       results, 1st order WAMIT and experimental          

      data(Kristiansen et al., 2004) 



Fig. 8 Comparison of maximum crest height among         

       numerical results, experimental data and numerical   

       results(Kristiansen et al. 2004) in full-scale

Fig. 9 Variation of elevation from circular column center     

       ( =0.1sec, T=1.27sec, H/L=1/10)  

 계산결과의 RAO가 실험결과(Kristiansen et al., 2004)의 RAO

보다 파형경사가 증가할수록 높게 예측되었다. 파형경사가 클 

경우에는 Kristiansen et al.,(2004)의 일차 WAMIT 계산결과의 

RAO보다 정량적으로 근접함을 알 수 있다.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결과 및 Flow-3D 계산결과

(Kristiansen et al., 2005)의 최대마루높이를 비교하였다(Fig. 8). 

계산결과가 파형경사가 커질수록 이전의 연구결과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높게 예측되었다. 주기 1.27sec, H/L=1/10의 경우에

는 이전의 연구결과에 비해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Fig. 8은 

원형기둥 앞에서의 파고 변화를 나타내었다. a에서 e로 진행하

면서 원형기둥 앞에서 마루가 넓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c2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 이후의 연구에서는 계산 조건에서 대칭조건의 적합성과 물

체주위의 격자크기의 적합성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직교격자계에서 수정된 밀도함수법을 이용하여 규

칙파 중 원형기둥 주위의 자유수면 수치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의 계산결과들이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정성적, 

정량적으로 근접함을 확인하였다.

 (2) 파형경사가 증가할수록 최대마루파고의 계산결과와 실험

결과가 차이를 보였다.

 (3) 이후의 연구에서는 계산 조건에서의 대칭조건과 물체주위  

격자크기의 적합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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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법 시뮬레이션의 유동장 안정화 및 2차원 츠나미 전파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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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ation 유동 안정화, Solitary wave 고립파, Wave run-up 소상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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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unami has strong nonlinear free surface behavior. So we were used particle method to Tsunami study. But 

MPS(Moving Particle Simulation) and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methods have some serious disadvantages for pressure.  The 
pressure field shows spurious high fluctuation both temporally and spatially. In this study, we modified PNU-MPS. The developed method was 
applied to the hydro-static pressure and tsunami propagation problems.

1. 서    론 

해저에서의 지진, 단층 운동, 화산 폭발과 같은 급격한 지각변

동이나 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츠나미는 발생 시 많은 피해를 주

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츠나미

가  일본에서 약 2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약 230조원 이상의 막

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호준, 2011). 따라서 이

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방재하기 위한 츠나미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츠나미를 가정하여 천수영역에서의 고립

파(Solitary wave)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Camfield 

and street, 1969; Li and Raichlen, 2001). 고립파에 의한 해안 

침수 지역 예측 관련 연구는 대체로 실험을 이용하지만, 실험의 

경우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쇄파(Wave breaking)에 의해 발생

되는 스프레이나 공기방울(Air bubbles) 등으로 인해 계측이 용

이하지 않다. 

최근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해양에서 전파되어 오는 츠나미가 

연안역에 도달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하고 그때의 최대파고를 

이용하여 범람지역을 계측하는 방법이 많이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해안에 츠나미가 도달할 때 사류(Super critical flow)에 

의한 충격력 또한 무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사류는 쇄파(Breaking)와 같은 매우 복잡하고 비선형성

이 아주 강한 자유표면 거동이며 기존의 격자 기반의 수치기법

인 VOF(Volume-Of-Fluid)법(Hirtand Nochols, 1981)이나 

Level-Set법(Sussman et al., 1994) 등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수

행할 경우 정밀한 자유표면의 추적과 수치 확산에 의한 물리량

의 보존성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츠나미 재현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라그란지안 관점의 입자법을 이용한 츠나미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Edmond(2002)는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법을 사용하여 고립파를 재현하였고 Imanian 

(2011)은 MPS(Moving particle simulation)법을 사용하여 고립

파를 재현하였다. 하지만, 입자법은 비 물리적 압력의 진동에 의

해 유동장이 불안해 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동장의 타

당한 해석을 위하여 압력 진동의 안정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PNU-MPS(Pusan-National-University-modified 

MPS)법(Lee et al., 2011)을 기반으로 구배모델(Gradient model)

의 수정, 자유표면 입자의 탐색방법의 개량, 이동경계조건의 적

용, 그리고 압력해법에 MLS(Moving least square)법의 도입을 

통해 유동장의 안정화를 꾀하였다. 개량된 기법을 검증하기 위

하여 2차원 단순 구배문제, 유체 낙하 문제에 적용하여 해석해

와 비교하였으며, 정수압 문제에 적용하여 유동장의 압력안정화

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츠나미에 대응하는 고립파

(Solitary wave)를 시뮬레이션하여, 경사진 벽면에서의 소상파고

를 실험 결과 및 기존의 PNU-MPS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만족

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2. 개량된 PNU-MPS 법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1 지배방정식

비압축성 점성유동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연속방

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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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밀도, 는 시간, 는 속도벡터, ∇는 구배 연산자, 

는 압력, 는 동점성계수, 는 외력을 각각 나타낸다.

기존의 MPS법(Koshizuka and Oka, 1996)에서는 비압축성 점

성유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지배방정식의 편미분 연산자

를 포함하는 모든 항을 상호작용 모델로 치환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PNU-MPS법(Lee et al., 2011)의 상호작용 모델을 기반

으로 구배모델(Gradient model)의 수정, 자유표면 입자의 탐색

방법의 개량, 이동경계조건의 적용, 그리고 압력의 포아송방정

식을 풀기 위해 MLS법을 도입하였다. 이하는 PNU-MPS의 개량

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서술한다.

2.2 구배모델의 수정

기존에 제안된 구배모델은 식 (3)와 같다. 하지만 이는 운동량

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남정우(2012)는 

Khayyer and Gotoh(2011)이 제안한 수정된 구배모델인 식 (4)

를 PNU-MPS법에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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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계산 공간의 차원,  는 중심입자 의 통계적 체적

(Statistical volume), 는 초기 입자 배치 상태에서의 입자수밀

도(Particle number density)이며 식 (7)과 같이 정의하고 는 

커넬함수로 본 연구에서는 식 (8)을 이용하였다. 

Fig. 1 Schematic description of “Ar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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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및 (4)의 경우, 각 항에 곱해진 가중치함수 

의 정규화를 위해 초기 정규 입자 배치 상태의 입자수 밀도인 

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매 시간에서 입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

고 영향반경 내의 주변입자 간 가중치 함수의 합 
≠



은 항상 와 같지 않다. 결국 를 이용한 정규화는 수치적으

로 지속적인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 

시각 중심입자의 입자수 밀도 를 이용하여 정규화를 실시하

도록 식 (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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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3 자유표면 입자의 탐색방법

자유표면의 경계조건은 운동학적 조건과 동역학적 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MPS법에서는 자유표면 입자를 직접 이동하여 

운동학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자유표면 입자의 압력을 대기압으

로 설정함으로써 동역학적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러한 두 조건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표면 입자의 탐색이 선행된다. 

남정우(2012)는 탐색오류로 인한 자유표면 입자들에 의해 발

생되는 공간적 압력 진동을 보완하기 위해 원의 기하학적 특징

을 이용한 “Arc” 개념의 탐색법(Dilts, 2000)을 PNU-MPS법에 

적용하였다. 즉, Fig. 1의 2차원 예에서와 같이, 유체내부에 있는 

입자 를 둘러싼 직경 을 갖는 원호의 모든 선분은 주변 입

자들에 의해 닫히게 된다. 하지만 자유표면 입자 의 경우 원

호의 일부분은 닫히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자유표면 

입자를 탐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경 은 시행착오적 수

치실험을 통하여 

로 설정하였다.

2.4 이동 경계조건의 적용

PNU-MPS법(Lee et al, 2010)에서는 벽면경계조건을 부여할 

때 벽면 안쪽에 벽입자(Wall particle)와 더미입자(Dummy 

particle)를 배치하여 고정 혹은 이동입자를 가정한 경계조건을 



주었다(Fig. 2). 고정입자를 가정할 경우, 벽입자와 더미입자의 

속도는 모두 영으로 주어지며, 벽입자의 압력은 압력의 포아송 

방정식을 직접 풀어 얻게 되지만 더미입자의 압력은 영으로 처

리해 버린다. 따라서 벽면 근처의 유체입자는 완전히 유체로 둘

러싸인 유체내부의 입자에 비해 주변입자의 물리량 정보가 상대

적으로 적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미

입자에 물리량을 외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과도한 수치 오차

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이동입자를 가정한 경우, 벽면

에 대해 법선 방향의 대칭 위치에 고스트입자(Ghost particle)를 

생성하여 물리량을 외삽하게 된다. 이때, 고스트입자의 압력은 

대응되는 유체입자의 압력으로부터 중력방향의 위치 차이만큼

의 정수압을 고려하여 외삽하며, 속도는 Free- 혹은 No-slip의 

경계조건에 따라 외삽하게 된다. 단, 동적인 유동장 내부의 유체

입자들의 매 시각 위치갱신에 따라 고스트입자의 갱신이 수반되

어야 한다.

만일, Fig. 2와 같이 경사면을 표현하는 경우 고정입자를 사용

한다면 입자의 배치는 계단형상의 배치를 피할 수 없겠지만 상

술한 이동경계조건의 도입으로 벽면에 대칭적으로 벽입자들이 

배치되어 보다 엄밀한 물체표면의 조건 부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입자를 이용하여 보다 엄밀한 벽면경

계조건을 부여하기로 한다.

2.5 MLS법을 이용한 포아송 방정식의 해법

유체의 운동에 기인하여 입자들의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입자

의 공간적 분포는 불규칙해지며, 이때의 공간적 위치정보를 이

용하여 편미분 연산을 한다면 수치적 오차는 커지게 된다. 특히 

압력의 경우 라플라스 연산자(Laplacian operator)를 포함하는 

포아송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입자들이 보다 불규칙한 배치가 

될수록 수치오차는 가중되어 유동장 전체에 압력진동과 같은 불

안정성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아송 방정식

의 편미분 연산자 중 라플라스 연산자에 대해 MLS 기법을 적용

하여 식 (10)과 같이 이산화하고, 반복해법인 SOR(Successive 

over relaxation)법을 이용하였다(정세민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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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rangements of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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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이다.

다음으로, 식 (13)은 PNU-MPS법에서 사용하는 압력의 포아

송 방정식이다. 이때, 는 점성항과 외력항을 포함하며 양적 

단계에서 계산된 입자의 중간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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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식의 우변의 상수 는 비압축성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1.0 이하의 값을 사용한다.

식 (10)에서 물리량을 압력으로 가정하여 압력의 2계 미분계

수에 해당하는 및 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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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계수행렬 의 역행렬을 라 하면, 계수 와 는 식 

(15)와 같다. 이 식을 포아송 방정식 (13)에 대입하여 식 (17)을 

도출하고, 이 의 값을 완화계수를 사용하여 식 (18)로부터 

new 의 값을 구한다. 새롭게 구한 new 의 값은 다른 입자계산

에서 주변 입자의 압력값으로 이용된다. 모든 입자에 대해 new

를 구하면, 이전 시간스텝의 압력 old와의 잔차를 식 (19)로부터 

구한다. 잔차가 기준치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 계산하며 기준치 

이하일 때 new 를 수렴해로 간주한다. 반복계산 할 때, old는 

같은 시간 스텝에서 이전에 계산된 new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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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시뮬레이션

3.1 구배모델의 검증

구배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2차원 문제에 

적용시켜 해석해와 비교하였다. 초기 물리량은 식 (21)과 같고, 

구배의 해석해는 식 (22)이다. 초기 입자간 거리 

는 0.1m이며, 

임계거리 는 

, 경계조건은 Neumann 조건을 적용하였다. 

입자 배치는 Fig. 3과 같이 계산 영역에서 정규배치를 기준으로 

50%의 무질서도(Randomness)를 주었다.

      

                                         (21)

∇         


  

                    (22)

Figs. 4~5는 각각 x와 y방향의 구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좌측은 해석해를 나타내며, 우측상단은 PNU-MPS법의 시뮬레

이션 결과와 해석해와의 오차를, 우측하단은 본 연구에서 개량

한 구배모델의 결과와 해석해와의 오차를 각각 나타낸다. 전체

적으로 두 모델의 해석해와의 최대오차는 0.1% 이내로 미소하

지만, 개량된 구배모델의 수치적 오차가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량된 구배모델은 입

자배치가 불규칙한 경우에도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유체 낙하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자유표면 입자 탐색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물기둥을 낙하시켜 바닥면에 충돌하는 

문제에 적용하여 보았다. 입자간 간격 은 0.01m이고 사용한 

유체 입자수는 1600개이다. 중력가속도와 밀도는 각각 9.81m/s
2

과 1000kg/m
3
으로 설정하였고 총 계산시간은 1.0초로 설정하였

다. 기존의 PNU-MPS법의 자유표면입자 탐색법과 “Arc”법을 

적용하여 0.38초에서의 자유표면입자탐색 결과를 Fig. 4에 나타 

Fig. 3 Initial condition

Fig. 4 Contour of gradient values in x-direction

Fig. 5 Contour of gradient values in y-direction

낸다. 바닥면에 충돌한 유체입자가 좌우로 이동하여 벽면을 타

고 올라가면서 파의 선단(Wave front) 부분에서 자유표면입자의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 즉, “Arc”법을 적용하였을 때 파의 선단 

근처에서 유체입자들의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자유표면입자가 보다 선명히 탐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Initial Condition of water drop test

(a) PNU-MPS (b) Refined PNU-MPS

Fig. 7 Result of Free-surface searching in water drop test

3.3 정수압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 개량된 PNU-MPS법을 이용하여 Fig.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수조의 폭과 수심이 각각 0.4m인 2차원 사각 수조내

의 정수압 문제에 적용하였다. 사용한 총 유체 입자는 1600개이

다. 중력가속도와 밀도는 각각 9.81m/s
2
과 1000kg/m

3
으로 설정하였

다. 총 계산시간은 5.0초이다. 기존의 PNU-MPS와 비교를 위하

여 수조 바닥의 중심 P1 지점에서 압력을 측정하였다. 

Fig. 9는 P1 지점에서 압력의 시간변화를 계측한 결과이다. 개

량된 PNU-MPS법의 경우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며 해석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반면 기존의 PNU-MPS법

의 경우 비물리적인 압력 진동을 포함하며 해석해에 비해 압력

이 다소 작게 계측되었다. Fig. 10에는 t=5초일 때의 입자배치를 

보인다. 기존의 PNU-MPS법의 경우 입자배열이 심하게 흐트러

져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으로 압축효과로 인해 자유표면

이 다소 연직방향으로 하향 편향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개

량된 PNU-MPS법의 경우 초기의 배열을 유지한 채 정렬되어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경사가 있는 벽면에 대한 소상파고 시뮬레이션

개량된 PNU-MPS를 이용하여 2차원 수치조파수조에서 생성

된 고립파가 전파하여 경사면을 타고 오를 때의 소상파고를 계

측하여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Fig. 11은 수치파랑수조의 초기 설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때

의 조건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수조의 길이 =1.5m, 높이 

=0.3m, 수심 =0.1m, 우측 벽면의 기울기 =26°일 때, 입사파

의 수심에 대한 파고비( )를 0.05간격으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초기입자간격은 박지인 등(2012)이 수행한 격자 수렴

성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0.0025m를 사용하였다. 이 때, 고립

Fig. 8 Initial condition of hydraulic pressure test

Fig. 9 Time history of pressure measured at P1

(a) PNU-MPS (b) Refined PNU-MPS

Fig. 10 Arrangement of paticle (t=5.0sec)

파를 생성하는 조파기는 피스톤형이며 다음과 같은 조파식을 

사용하였다.

   


 
  (23)

   sech
               (24)

여기서 



는 목적파고에 따라 결정되는 파라메타이며, 

각각 Table 2에 도식화하였다.

Fig. 12는 우측 벽면의 기울기 =26°일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

를 Li & Rachlen(2001)의 실험결과와 기존의 PNU-MPS법의 결

과와 비교한 결과이다. 기존의 PNU-MPS법은 입사파고가 커짐



Table 1 Condition of simulation for Tsunami propagation

    

1.5m 0.3m 0.1m 0.0025m 0.05~0.35 26°

Table 2 Wave parameters for generating solitary waves

    

0.05 0.025798 1.8778 7.5 -0.025798

0.1 0.063512 2.6094 10.45 -0.03651

0.15 0.044721 3.1555 12.6 -0.044722

0.2 0.05164 3.609 14.45 -0.05164

0.25 0.057735 4.006 16 -0.057735

0.3 0.063245 4.362 17.4 -0.06325

0.35 0.068313 4.6875 18.7 -0.06831

Fig. 11 Initial setup of simulation for Tsunami propagation

Fig. 12 Comparison of maximum run-up of solitary wave with 

different wave amplitudes with beach slope of =26°

(a) PNU-MPS (b) Refined PNU-MPS

Fig. 13 Comparison of wave run-up profile over coastal beach 

with =26° in case of wave height of H/h=0.35

에 따라 실험결과와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개량된 

PNU- MPS법의 결과는 실험결과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13은 H/h=0.35일 때, 최대 소상파고가 계측되는 시각에서 

자유표면의 형상 및 전 압력(Total pressure) 분포를 나타낸다. 

개량된 PNU-MPS법의 결과에 비해 기존의 PNU-MPS법의 소상

파고는 파의 선단이 덜 발달되어 있으며 전 압력의 분포도 다소 

불균일해 보인다.

이상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량된 PNU-MPS법은 츠나미를 

가상한 고립파의 경사면에서의 전파과정을 기존의 방법에 비해 

보다 정확히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동 입자법이 갖는 유동장의 불안정성을 개선

하기 위해 Lee et al.(2010)이 개발한 PNU-MPS법을 개량하여 2

차원 츠나미를 가정한 고립파의 경사면에서의 전파 문제에 적용

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개선점으로는 구배모델의 수정, 자

유표면 및 물체경계면의 처리, 그리고 압력해법에 MLS기법 도

입 등이다. 개량된 PNU-MPS법을 이용하여 단순한 2차원 해석

해를 갖는 구배 함수 해석에 수정된 구배모델의 확인, 물 기둥

의 낙하 문제를 통한 자유표면 탐색방법의 확인, 또한 정수압 

시뮬레이션을 통한 압력 안정화의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최종적

으로 다양한 입사파에 대해 고립파의 전파로 인한 경사진 벽면

에서의 소상파고의 높이를 실험값 및 기존의 PNU-MPS의 결과

와 비교하여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개량된 

PNU-MPS법을 통해 실험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연안 부근의 지

진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연구를 포함하는 등 해양공학 분야의 

다양한 공학적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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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Practical Prescreening Method

for Sloshing Severit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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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prescreening method is developed to predict sloshing severity in partially-filled liquid cargos. This study 

introduces the primary idea and applications of sloshing severity index by using vertical velocity from the local point of view. Particularly, a 
fast prediction method based on a frequency-domain approach is developed,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peak pressures from a 3D model 
test. As a real ship application of this prescreening method, the sloshing severity of a LNG-FPSO with 5 tanks is predicted for the 20%H 

filling condition. In this study, the motion responses including both coupled and uncoupled sloshing effects are considered. Based on the present 
observ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is applicable to the selection of severe sea states for sloshing loads analysis. 

1.Introduction

Sloshing problem has been of great interest for the design 

of large LNG carriers and LNG-related offshore structures. At 

sever conditions, sloshing impact loads are the most 

important concerns in the design of LNG cargo containment 

system. Since the violent sloshing flow is difficult to simulate 

by numerical method, model-scale test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st reliable approach for prediction of sloshing load. 

However, model tests require large time with high cost.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and necessary issue to develop a 

prescreening method to predict sloshing severity, which can 

be a tool to choose critical sea conditions for model tests. 

Many studies on sloshing have been introduced since the 

1970s and are continuously carried out. In recent years, some 

studies on the coupling analysis between sloshing flow and 

ship motion have been introduced by such as Kim (2002), 

Rognebakke and Faltinsen (2003), Newman (2005), Kim and 

Shin (2008) and Nam et al. (2009). For the prescreening of 

sloshing severity, very limited studies exist till now. Kim et 

al. (2010) introduced an energy-based method, which is of 

great value to a deeper study and engineering application. 

Lately, Gou et al. (2011) provided related research by using 

partial kinetic energy to analyze the sloshing severity.

In this study, a prescreening method to identify the 

sloshing severity from a set of irregular sea states is 

introduced. Due to the need of efficiency, ship motion is 

solved using a strip theory, and sloshing flow is solved by a 

frequency-domain approach based on the linear potential 

theory. From a local point of view, the maximum of vertical 

velocity on the free surface is selected to quantify sloshing 

severity. Computational results are compared with peak 

pressures from a 3D irregular model test. Similar trends can 

be observed although some discrepancies occur. Finally, the 

concept of sloshing severity index is applied to a LNG-FPSO 

case. By using both uncoupled and coupled motion RAOs, the 

varied sloshing severities from IACS North Atlantic wave 

scatter diagram are generated, which keeps the consistence 

with the primary intention of introducing sloshing severity 

index.

2. Formulation

2.1 sloshing flow

Consider fluid motion inside a partially filled tank. The 

tank-fixed coordinate is defined at the center of 

undisturbed free surface inside the tank. Assuming the 

linearity of sloshing flow with respect to excitation 

motion, the velocity potential  satisfying the Laplace 

equation can be determined from the following boundary 

conditions (Faltinsen and Timokha, 2009):



 ⋅

⋅ ×                           (2)



 ⋅

⋅ ×   


                  (3)



                               (4)

where     and    are the 

translations and rotation angles. g is the gravity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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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osition vector,   the unit normal vector, and  

the free surface elevation.   and indicate the tank 

wall and free surface, respectively. In linear formulation, 

the velocity potential can be linearly decomposed and the 

time-dependent quantities can be separated:

  
 



 
                                      (5)

where  (j=1~6) is the radiation potential in the 

j-mode.  is the angular frequency of tank motion. 

    is introduced to consider the hydrodynamic 

damping. Then the boundary conditions can be written 

as below




       

×    
            (6)




 


 

         ≠ 
  (7)

A boundary integral equation can be established by 

relying on Green’s theorem, as shown below

 











 


 






 (8)

where G is Green function given by Rankine source, 

and   is the free-term coefficient. The sloshing force and 

moment can be written as (Kim and Shin, 2008)

                           (9)

where,  and  are added mass, damping and 

restoring coefficient.

2.2 Coupled analysis of sloshing and ship motion   

The ship motion coupled with sloshing can be identified by 

the rigid-body motion equation  


 

  
 (10)

where subscripts ext and slosh mean components due to 

external incident wave and sloshing flow inside the tank. Roll 

viscosity moment is considered in this study.  

2.3 Sloshing severity index (SSI)

Since the peak pressure from model test is a localized 

quantity, we focus on the local velocity component in 

this study. The maximum of vertical velocity on the free 

surface is chosen and the so-called sloshing severity RAO 

(SSR) can be calculated as

max                             (11)

  where   is the vertical velocity and a denotes the 

wave amplitude.

In real ship application, with a given wave spectrum, SSR 

can be calculated by adding up the contribution from each 

wave component, shown as below:

    


∞

                    (12)

   max


∞

               (13)

Since the wave energy given by wave spectrum is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incident wave amplitude a, 

there are two ways to do the linear summation. Then the 

corresponding sloshing severity index (SSI) is denoted as,

 max


                                  (14)

 max


                                  (15)

where max  and max  are the largest value 

among SSRs calculated by using both coupled and 

coupled RAO, which will be shown in the results part.

3. Comparisons with 3D model test

Fig. 1  3D SSI comparison



 Figure 1 shows comparison results of the normalized SSI 

of the 3D model test. There are five filling levels, 10%H, 

15%H, 70%H, 80%H and 95%H. For each filling level, 6 

sea-states are selected to perform the model test. ITTC 

spectrum is used to simulate irregular waves. 3-hour extreme 

pressure is applied as experimental data. The X axis here 

represents the 30 cases, where the first two digits show the 

filling level and the third one gives sea state.  Fair agreement 

can be observed.

4. Real ship application

4.1 Test model and motion RAO

A LNG-FPSO with 5 tanks is considered. The main 

dimensions of the hull aare summarized in Table 1. Figure 2 

shows the main particulars of the LNG-FPSO with the 

arrangement of tanks and computational panels of one tank.

(a) Main dimensions of LNG-FPSO with 5 tanks (unit: m)

(b) Computational panels of one tank

Fig. 2  LNG-FPSO model with 5 tanks

   (a) Heave RAO (rad/m)       (b) Roll RAO (rad/m)

Fig. 3 Motion RAO with and without sloshing, 90 deg 

heading

 Uncoupled and coupled conditions (20%H filling) are 

analyzed using the strip coupled program. Obtained 6 DOFs 

motion RAOs in beam sea condition will be used for later SSI 

scatter analysis. From Figure 3, it can be easily seen that the 

roll motion RAO differs between uncoupled and coupled 

situations. 

Table 1  Main particulars of LNG-FPSO 

LNG-FPSO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 [m] 285.0

Breadth molded on water line (B), [m] 63.0

Draught (T), [m] 13.0

Displacement volume molded (∇), [] 220,018

Radius of gyration (), [m] 19.45; 71.25

Center of mass (KG), [m] 16.5

4.2 SSI analysis based on MAXVZ

Figure 4 shows the maximum of vertical velocity on the 

free surface of the 20%H filling tank, calculated from 

uncoupled and coupled motion RAOs in regular waves. Due 

to the difference of motion RAOs, MAXVZ also differs at 

peak value and resonance frequency. 

Fig. 4  Comparison of MAXVZ (m) using uncoupled and 

coupled RAOs

In this paper, the wave statistics of IACS North Atlantic 

wave scatter diagram is used to calculate irregular SSI(ABS, 

2006). Two integral methods and two motion RAOs are used 

to get the corresponding SSI scatter diagrams.

Tables 2 and 3 show the SSI scatter diagrams based on 

uncoupled motion RAO with two different integral methods. 

We can see that in both diagrams, the predicted sloshing 

severity reaches its biggest value under the sea state Hs=16.5s, 

Tz=10.5s. Besides, in table 3, SSI=1 also appears at Hs = 15.5s, 

Tz = 9.5s. What’s more, larger Hs leads to bigger SSI values 

due to the integration on wave spectrum. By comparison, it’s 

obvious to see that in Table 2, the dark blue region is larger 

and light yellow and red ones are smaller, which means Table 

2 gives overall smaller SSI than those in Table 3.

In most studies, uncoupled motion RAO is used in sloshing 

experiments. However, the coupled motion RAO may give a 

different view of sloshing severity. In order to give a more 

obvious insight to the possible difference of SSI caused by 

using either uncoupled or coupled results, SSI values based 

on integral Eq. 12 are shown as bar charts in Figure 5. SSI 

difference between Figure 5(a) and (b) shows that the coupled 



motion RAO does effect on the calculated sloshing severity by 

decreasing its value. The SSI value of most severe case in 

Figure 5(b) is approximately 23% of the biggest one in Figure 

5(a). Actually it is not difficult to see that in Figure 4, 

MAXVZ based on coupled motion RAO is smaller than that 

by uncoupled motion RAO, which leads to the decrease of 

final SSI. 

Table 2  SSI1 scatter diagram using uncoupled RAO

Table 3  SSI2 scatter diagram using uncoupled RAO

Fig. 5 SSI1 comparison between using uncoupled (left) and 

coupled motion RAO (right)

5. Conclusions  

This paper presents a prescreening method for predicting 

sloshing severity at different sea states. Based on the present 

study, some conclusions can be drawn as follows. 

(1) Based on linear frequency-domain approach, 

sloshing severity prediction measured by the vertical 

velocity on the free surface provides a reasonable 

agreement with experiment data.

(2) A LNG-FPSO with 5 tanks is considered, and SSI 

scatter diagrams are introduced. Due to the difference of 

MAXVZ results, the SSI scatter diagrams show difference 

with uncoupled or coupled motion RAOs, especially when 

using the integral based on MAXVZ squ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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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d-mode wave 이론 및 수치 수조를 이용한 수심 변화 

지형에서의 입사파 및 운동 해석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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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coupled-mode wave theory and numerical wave 

tank for incident wave and motion responses in varying bathymetr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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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oupled-mode wave, Numerical wave tank 수치 수조, Varying bathymetry 변화 지형, Floating-body dynamics 부유

체 운동, Rankine panel method 랜킨 패널법

ABSTRACT: Floating body in near shore is influenced by the incident waves whose properties can be significantly changed due to varying 
bathymetry. In this study, two distinct methods are applied to simulate incident waves in varying bathymetry domain. Coupled-mode wave 

theory presumes the solution to the linear combination of 3 modes, and thus appropriate solutions are found as a linear solution. A numerical 
wave tank does not consider the incident wave separately, but generates and absorbs the total wave simultaneously. Both methods are combined 
with the Rankine panel method in time domain, and the dynamics responses of floating body are analyzed. Numerical wave tank makes simple 

and direct computation possible, while coupled-mode wave theory requires pre-computation. However, coupled-mode wave theory gives thorough 
understanding about the behavior of incident waves over entir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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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요소법은 부유체 운동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

로, 근래에는 지형 변화가 있는 문제에도 시도되고 있다 

(Buchner, 2006; Hauteclocque et al., 2009). 다만 입사파를 해석

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변화 지형에서 입사파를 엄밀히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수치적인 해법이 이용되고 있다. 파

의 생성과 소멸을 함께 다루는 수치 수조는 변화 지형에서도 적

용될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은 경계 요소법에 함께 적용될 수 있

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입사파뿐만 아니라 부유체로 인한 산란

파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데, 두 성분을 함께 정밀히 구하는 

것은 계산 용량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 

Coupled-mode wave 기법은 입사파에 적합한 해를 반해석적

(semi-analytic)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Athanassoulis and 

Belibassakis, 1999; Belibassakis, 2008). 연직 방향 분포를 해석적

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사파의 거동을 엄밀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입사파를 부유체 운동과 함께 고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입사파 문제를 부유체 운동과는 개별적으

로 풀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 요소법을 이용하여 지형 변화가 있는 곳

에서의 부유체 운동을 해석하였다. 변화 지형에 적합한 입사파

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치 수조와 Coupled-mode wave이론을 

각각 Rankine panel method와 함께 적용하였다. 계산은 경사진 

지형에 놓인 LNG선을 이용하였고, 두 방법은 운동 성능 해석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각 방법은 장단점이 뚜렷하

므로, 계산 용량이나 연구 초점에 따라서 두 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배경 이론

2.1 운동 방정식 및 Rankine panel method

Fig. 1과 같이 지형 변화가 있는 지점에서의 부유체의 운동을 

살펴보자. 부유체의 운동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여기서  은 질량, 은 6자유도 운동 성분, 그리고 {F}는 

파와 기타 외력 성분으로 인한 모든 하중을 의미한다. 파랑 하

중을 구하기 위하여 식 (2)와 같이 속도 퍼텐셜 ()을 도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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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 and 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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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퍼텐셜은 식 (3)-(6)과 같은 선형화된 경계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식에서 는 파를 의미하여, n는 법선 방향 벡터, 

그리고 

는 평형 상태에서의 부유체 표면을 의미한다. 는 중

력가속도이며, h는 수심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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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속도 퍼텐셜은 식 (7)과 같이 입사파 ()와 나머지 산란파 성

분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변화 지형에 적합한 입사파

의 해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2.2와 

2.3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7)

언급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속도 퍼텐셜을 찾기 위하여 

Rankine panel method를 도입하였다. 이 방법은 식 (8)과 같이 

Green 정리를 이용하여 경계 조건 방정식을 구성한다. 

는 자

유 표면을, 


는 바닥 및 벽면을 의미한다. 는 그린 함수

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Rankine source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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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e panel method를 시간 영역에 적용하였으며, 다음 시

간에서의 자유표면과 속도 퍼텐셜의 값은 식 (3)과 (4)를 통해 

갱신하였다. 운동 성분들은 식 (1)를 통해 다음 시간에서의 값을 

구하였다. 

2.2 수치 수조 기법

수치 수조는 실제 수조와 유사하게, 파의 조파 및 소파 기능

을 가진 가상의 수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조파 및 소파를 위

한 경계 조건은 Fig. 2에 나타나 있다. 우선 파를 생성하기 위하

여 벽면에서 식 (9)과 같이 원하는 파의 속도 퍼텐셜을 

Neumann 형태의 경계 조건으로 주었다. 또한 자유 표면에도 

가상의 감쇠 영역을 두었다. 감쇠 영역의 경계 조건은 Ferrent 

(1998)의 방법을 이용하여서, 식 (10)처럼 원하는 입사파의 해 

(  )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감쇠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 방법은 가정한 입사파는 통과시키면서, 부유체의 운동

이나 변화 지형에서 발생하는 산란파를 흡수할 수 있다. 파를 

생성시키는 벽면과 감쇠 영역에서 정의하는 입사파의 해는 해당

하는 국부 지점에서의 선형 입사파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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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boundary conditions at varying 

bathy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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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파를 생성하는 벽면 반대쪽에서는 파를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자유표면 경계 조건을 구성하였다 (   ). 

수치 수조의 장점은 벽면과 자유표면 경계 조건들이 Rankine 

panel method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이다. 이 경우 속도 퍼

텐셜은 입사파와 산란파를 함께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식 (7)처

럼 성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2.3 Coupled-mode wave

Coupled-mode wave 기법은 변화 하는 지형에 적합한 입사

파의 해를 식 (11)와 같이 기본 함수의 선형 조합으로 가정한다. 

기본 함수로는 국부 지점에서의 진행파 ( ) 외에 산란파로 인

한 evanescent mode ( ), 그리고 sloped-bottom mode ( )



를 포함한다. Sloped-bottom mode는 변화 지형의 바닥 경계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cosh  
cosh   


 

∞

  
cos 

cos   

(11)

통상적인 입사파 해법과 유사하게, 해는 주파수 ω를 가진 주

기 함수로 가정한다. 와 은 각각 식 (12)와 (13)의 분산 관계

식을 만족하는 값들이다. 이론적으로 식 (13)은 무한한 수의 

을 구해준다. 다만 계산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 반

영할 수 없으며, 수렴도 테스트를 통해 그 수(N)는 5개 이하로 

결과가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tanh                                            (12)

  tan                                          (13)






       for   (14)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식 (14)와 같이 정리된 2계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다. 식의 변환 및 각 계수에 대한 설명

은 Athanassoulis and Belibassakis (1999)와 Belibassakis (200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 (14)는 직교 좌표계에서 유한 차분법을 

이용하여 풀었다. 일반적으로 입사파를 푸는 직교 좌표계의 좌

표와 Rankine panel method에서 부유체와 자유 표면이 정의되

는 계산 영역은 다르다. 따라서 이 방법은 해를 구한 후에, 

Rankine panel method의 계산 지점으로 입사파의 값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3. 수치 결과 비교

수치 기법 비교를 위하여, 경사 바닥면 위에 놓인 LNG선의 

운동 특성을 계산하였다. LNG선은 길이 274m, 흘수 11m의 제

원을 가진 선박으로, Fig. 3에서와 같이 선수 부가 30m의 깊은 

지역을 향하도록 배치하였다. 

15m
11m

30m

Fig. 3 Test model: LNG carrier over a sloped bottom

Fig. 4는 두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파를 보여준다. 입사파와 

산란파를 구분하지 않는 수치 수조는 Fig. 4(a)와 같이 전체 파

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으며, Coupled-mode wave는 입사파를 

나타내었다. 두 방법에서 모두 파가 깊은 영역에서 얕은 지점으

로 흘러가면서, 파장이 줄어들고 파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a) Total wave elevation using numerical wave tank

(a) Incident wave elevation using coupled-mode wave

Fig. 4 Wave elevation over varying bathymetry

Coupled-mode wave 이론은 입사파의 해를 Rankine panel 

method에 전달하여야 한다. Fig. 5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데, 입사파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산란파(disturbed wave)를 

따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방법은 그림에서와 같이 

원형의 패널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부유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패널을 조밀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계산 용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면 수치 수조는 입사파의 엄밀한 진행을 

위해서 사각형 형태의 격자를 사용하게 되는데(Fig. 4(a)), 상대

적으로 많은 수의 패널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a) Total wave            (b) Disturbed wave

Fig. 5 Total and disturbed wave in Rankine panel method 

using Coupled-mode wave theory

Fig. 6은 경사 바닥 위에 놓인 LNG선의 선형 운동 응답을 보

여주고 있다. 계산은 선형 패널법에 이용한 Hauteclocque et al. 

(2009)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치 수조와 Coupled-mode wave 

이론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저주파에서 surge의 응답



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유체의 수평 방향 운동을 고

려함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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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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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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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tion responses of LNG carrier over a sloped bottom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치 수조와 Coupled-mode wave이론을 이용

하여 부유체의 운동 응답을 해석하였다. 두 기법을 개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수치 수조는 Rankine panel method에 함께 접목될 수 있

는 기법으로, 입사파와 산란파를 함께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장

점이다. 다만 입사파와 산란파의 진행 및 흡수를 위해서는 크고 

조밀한 계산 영역이 필요하다. 

(2) Coupled-mode wave 이론은 입사파를 기본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부유체 운동과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부유체 운동 해석을 위해서는 입사파의 속도 퍼텐셜

이 Rankine panel method의 계산 영역에 입력 값으로 주어져야 

한다. 초기 계산이 한 번 더 필요한 단점이 있지만, 엄밀하게 입

사파를 구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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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study for wave run-ups on semi-submersible offshore structure. A series 
of model tests with 1:80 scale ratio were carried out in two-dimensional wave basin of MOERI/KIOST. The experimental 

model has two columns and one pontoon. The model was fixed and wave elevations were measured at five points per each 

column. Two different draft (operational & survival) conditions and three wave height were considered under the regular 
wave conditions. Fristly, the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wave run-ups are discussed by using the time series data. Then 

wave heights are compared with numerical results based on potential flow model. Comparison shows farily good correlation 

between experiments and computations. Finally wave run-ups under the operational and survival conditions are suggested.

1. 서    론 

   현재 제작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구조물 중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은 운동 성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심해역에 많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설계관점에서 

런업 및 저주파수 표류력 특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특

히 낮은 흘수에서의 비선형 런업 특성은 air-gap과 관련하여 상

부갑판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다. 

  반잠수식 해양구조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노식 외

(1988)은 손상 상태, 즉 Trim 및 Heel이 있는 자세에서의 반잠수

식 해양구조물의 운동응답 및 표류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홍사영 외(1989)는 반잠수식 시추선에 작용하는 운동특성 

및 장주기 표류 운동에 대한 수치해석 및 실험연구를 진행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동연 외(2012)는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에 

대한 수치해석 기반 형상최적화를 진행하고, 또한 최적화된 구조

물에 대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여 파랑 중 상하동요 응답을 추정함

에 있어 저주파수 표류 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파랑 중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런업특성에 관

한 모형시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시험에서는 두 개의 흘수

(operational & survival) 조건에 대해 파고를 3가지로 바꾸어 가

며 규칙파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구조물은 고정된 채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파고는 앞 뒤 column 주위로 각가 5개씩 총 10개 

설치하였다. 먼저 시계열을 통해 정성적인 파고 특성을 설명하였

고, 평균파고를 수치계산결과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런업결과를 제시하고, 파고에 따른 비선형 특성 

및 선형 포텐셜 해석해와의 오차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2. 모형 시험

2.1 실험 모델 및 계측  

 

  모형 시험은 2개의 column과 1개의 pontoon으로 이루어진 길

이 100m의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때  

column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기둥이며, pontoon은 앞뒤로 반구

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대상 구조물의 주요 제원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험 모델은 1:80의 축척비로 목재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Operational 조건과 

Survival 조건에 대하여 각각 실험을 수행 하였다. 모형 시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2

차원 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수조는 길이 40m, 폭 0.6m, 깊이 1m

의 제원을 가지며, 조파기 및 소파기가 설치되어 있다. 실험 수행

시 수심은 0.5m 이다.  앞뒤 column에 각각 5개의 파고계를 설

치하여 총 10개의 지점에서 런업을 계측하였다. 런업의 계측 위

치는 Fig. 3에 표시되어 있다. column상단에는 2축 로드셀을 각

기 설치하여 파랑력을 계측하였다. Fig. 2는 2차원 수조에 설치된 

실험모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Item Operational condition Survival condition

Draft 17 (m) 14.5 (m)

Wave Height 1, 2, 3 (m)

Wave Period 6, 7, 8, 9, ..., 20, 21 (sec)

Fig. 1 Dimensions of Experimental model

Fig. 2 Experimental model

Fig. 3 Position of Wave height meter

2.2 실험조건

   실험은 규칙파 중 Operational Draft 와 Survival Draft 의 두 

흘수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흘수조건에 

대해 3가지 파고 조건과 16가지 주기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자세한 파고 및 파주기 조건은  Table 1 과 같다. Fig. 4는 파

고 3m, 주기 7초에서의 Operational Draft 와 Survival Draft 에

서의 실험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Conditions of Experiment

 

(a) Operational draft

(b) Survival draft

Fig. 4 Photos of experiments of semi-submersible structure in 

regular waves (T=7sec, H=3m)

3. 결과 및 고찰

3.1 Operational Draft

   규칙파 중 operational draft일 때 입사파를 맞는 앞쪽 column

전면부(WP#1)에서 계측된 파고 시계열을  Fig. 5에 보여주고 있

다. 전반적으로 파주기 짧아질수록 산란파의 영향으로 강한 런업

이 발생하는데 반해, 장주기가 되면 입사파와 거의 동일한 파고

가 계측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파주기 7초에서는 입사파

고 대비 비선형적인 런업 증가가 관찰되며, 3m 입사파일 때 평균

수면 상승(set-up)과 함께 최고 약 6m의 런업이 발생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WP#1와 WP#6의 파고 시계열로부터 Zero-up crossing방법을 적

용하여 구한 평균 파고 결과를 Fig. 6에 도시하였다. 비교를 위해 

포텐셜 유동해석 기반의 고차경계요소법 수치해석 결과를 같이 

나타내었다. Fig. 5의 시계열 결과와 동일하게 장주기일수록 입사

파고와 유사한 크기의 파고가 column 주위에 발생한 반면, 단주

기로 갈수록 입사파고 보다  2배~3배 이상의 높은 파고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치계산결과는 WP#1에서는 대체로 경향이 잘 

일치하는 반면, 뒤쪽 column의 WP#6에서는 파주파수 0.8 rad/s

이후부터 모형시험 결과보다 더 높은 파고를 수치계산이 제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실험을 통해 계측된 파고(WP#1)의 진폭을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나누어 도시한 그래프이다. 런업에 해당하는 양의 진

폭은 단주기 영역에서 입사파 진폭 대비 3배~4배까지 계측되었으

며, 파주기 7초 근방에서 런업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상대적으

로 음의 진폭은 입사파고 1m, 2m, 3m의 실험범위 전체에서 입

사파 진폭 대비 2.5배이하로 계측되었다. 



(a) T=7sec

(b) T=9sec

Fig. 5 Time series of wave run-ups at WP#1 (operational, 

draft) 

(a) WP#1

(a) WP#6

Fig. 6 Comparison of wave around column of the 

semi-submersible structure (operational draft)

Fig. 7 Comparison of run-up around column of the 

semi-submersible structure (operational draft, WP#1)

3.2 Survival Draft

   Survival draft 조건에서 앞쪽 colume 전면부(WP#1)의 런업 

시계열을 Fig. 8에 보여주고 있다. 파주기 7초에서는 입사파의 파

고가 증가할수록 비선형적인 런업 증가가 관찰되며, 특히 파고 

3m에서 최고 약 10m까지 런업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파 조건에서의 operational draft보다 4m정도 런업이 증가

한 것으로, survival draft 조건에서 pontoon 위 수심이 얕아지면

서 column 주위로 파의 진행속도와 함께 런업도 강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주기 9초일 때는 최고 5m가량의 런업이 발생했으며, 

파고 2m와 3m에서는 고차 성분이 포함된 비대칭적인 파고 시계

열이 관찰된다. 

(a) T=7sec

(b) T=9sec

Fig. 8 Time series of wave run-ups at WP#1 (survival, draft)

   



(a) WP#1

(b) WP#6

Fig. 9 Comparison of wave around column of the 

semi-submersible structure (survival draft)

 Fig. 9는 survival draft조건에서 두 column의 전면부(WP#1, 

WP#6) 평균 파고 높이를 포텐셜 수치계산과 함께 도시하였다. 

WP#1에서는 파고의 증가에 따른 비선형성이 분명이 보이며, 입

사파고 대비 최고 5배의 파고가 계측되었다. WP#6에서는 WP#1

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파고가 계측되었으나, 파주파수 0.8 rad/s

에서 입사파 대비 약 3배까지 파고가 발생하였다. 포텐셜 유동 

기반의 선형 수치해석은 WP#1의 경우 실험치보다 낮은 파고를 

예측한 반면, WP#6에서는 오히려 실험치 보다 높은 결과를 제시

해 주고 있다. 

Fig. 10 Comparison of run-up around column of the 

semi-submersible structure (survival draf, WP#1)

  WP#1지점의 계측 파고에 대한 양의 진폭과 음의 진폭을 Fig. 

10에 도시하였다. Survival draft의 음의 진폭은 Operational draft

와 유사하게 입사파고 1m, 2m, 3m의 실험범위 전체에서 큰 변

화가 없었다. 하지만 런업에 해당하는 양의 진폭은 파주파수 0.8 

rad/s이후 단주기에서 입사파 진폭 4배 이상의 강한 런업이 발생

하였으며, 특히 파고 3m에서는 최고 8배의 강한 런업이 계측되었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런업특성에 관한 모

형시험의 수행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개의 흘수(operational & 

survival draft)조건에서 규칙파 중 파고에 따른 비선형 런업 특

성을 고찰하였으며, 포텐셜 계산결과와 같이 비교하였다.  두 흘

수 조건 모두 단주기에서 column의 전면부(WP#1,WP#6)에 강

한 런업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WP#1에 입사파고 대비 3배 이상

의 큰 런업이 계측되었다. survival draft에서는 파고에 따른 비

선형적인 런업 특성이 더 분명히 관찰되며, 최대 런업은 

survival draft의 단주기 조건에서 양의 진폭을 기준으로 입사진

폭 대비 최고 8배 이상 발생하였다. 포텐셜 수치계산은 

operation draft에서는 대체적으로 모형시험 결과와 일치도 높

은 파고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다. 반면 survival draft 조건에서 

앞쪽 column 전면부에서는 모형시험결과보다 낮은 런업 결과를 

주고 있다. 이는 반잠수식 해양구조물의 경우  air-gap 산정 시 

낮은 흘수의 단주기 조건에서 비선형적인 런업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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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상장 환기구 위치와 개수 변화에 따른 2차원 열 유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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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dimensional Heat Flow Analysis with as the Position and the 
Number of Ventilators in the Ice Rink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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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Ice Rink 빙상경기장, Deep ocean water 해양심층수, Reynolds Number 레이놀즈수, Laminar flow 층류,
             Navier-Stokes equation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ABSTRACT: In this study, since energy consumption is large in ice rinks, by finding the best position of the heat source and 
applying ocean thermal energy technology to construction of ice rinks, the ice rinks can be managed more efficiently, 
eco-friendly, even with less carbon dioxide emission. After modeling the ice rinks in order to comprehend the tendency of heat 
and fluid dynamic's characters, two-dimensional CFD analysis was conducted. For two-dimensional modeling of ice rinks, the 
vertical cross-sectional area of the ice rink was used for two-dimensional modeling, Reynolds number and Finite Volume 
Method were used and Navier-Stokes Equation was applied for numerical analysis. In order to observe the influence of 
positional changes of the rink heat source, by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heat source of each is promoting the Simulation. 
Rink international standards of design criteria and temperature was applied to observe the most suitable temperature for ice 
rinks. It is thought to be to provide the proper place and system of the heat source that can be adapted to the ice rinks 
international design criteria based on this study, to give a optimum efficiency, and can be used efficiently energy consumption 
on ice rinks.

1. 서    론 

세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김연아 선수로 인해 최근 들어 피겨스케이팅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존의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스피드스

케이팅 및 아이스하키와 같은 빙상경기도 함께 어린학생들로부

터 일반 성인남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중 스포츠

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실내빙상경기장의 건설도 

각 시, 도 자치단체의 추진에 힘입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석유자원 고갈로 인해 대

체 에너지의 활용은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또

한 다가오는 동계올림픽과 더불어 실내빙상경기장 건설이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실내빙상경기장 건설에 도입되는 기술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까지 외국의 기술의 통하여 설계 및 공급

이 되어 왔으며, 국내의 빙상경기장의 설계 및 시공 사례가 많

지 않아 축척된 기술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에너지인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빙

상경기장 건설과 더불어 조금 더 에너지효율에 도움이 되고자 

빙상경기장 열원들의 온도와 위치의 관계를 2차원화 한 시뮬레

이션(Simulation)을 제시하여 가장 최적의 환기구 위치와 개수를 

찾아 빙상경기장 설계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설 계 기 준  

 일반적으로 빙상경기장 설계는 국제규격(Ice-Hochey)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빙상경기장 설계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빙판의 규격이다. 국제규격(Ice-Hochey)에 명시된 빙판의 규

격은 폭 30 , 길이 60 , 모서리 반경 6 로 명시되어 있다. 또

한 빙면에서의 펜스 높이는 1 이상 ~ 1.22 이하의 높이로 설

치되어야 하며, 경기 중 선수들에게 위험요소가 되거나 장해가 

되는 구조는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빙상경기장의 설계규격

도 설계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빙상경

기장의 내부온도이다. 

 층고가 높은 실내 빙상경기장의 공간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외기

의 침입으로 인해 더운 공기는 부력에 의해 상부로 이동하고, 상

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하부로 이동하는 온도성층화

(Temperature stratification)현상을 일으켜 빙상면 온도와 천정상

부의 온도차에 의해 빙상면에서 증발이 생기고, 이 증발한 수분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Recommended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ice rink 

Fig. 2 Blueprint on ice rink

이 빙상경기장 바닥에서 상부까지 성층을 이루어 링크안개(Rink 

fog)현상을 유발하여 활주하는 스케이터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나

아가 건물구조에 결로(condensation)를 유발하여 빙상면의 오염과 

건축자재의 부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빙상경기

장에서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와 최고의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빙판의 빙질이 우수해야하며, 이 우수한 빙판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빙상경기장 내부온도분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빙상경기장 내부의 습구온도는 13℃ 이하 로 명시

되어 있으며 기류는 1 sec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환기 기준 

또한 국제규격으로 정해져 있으며 빙상경기장 세부적인 내부온도 

Fig. 1 과 같다. 빙판에서의 높이 1.5 까지는 10℃ ~ 13℃를 유

지하여야 하며 1.5 에서 7 에서 10 까지는 내부 평균 기온 

18℃에서 20℃를 유지하여야 한다. Fig.2는 2차원 수치해석 하고

자하는 실내 빙상경기장의 단면도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 가

장 보편화 되어 있고 빙상경기장 설계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

계 조건이 적용되어 있는 도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규격(Ice-Hochey)에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열원(Heat-Source)들의 위치와 온도 분포가 가장 중요하지

만 환기구의 위치와 설치 개수 또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수 치 해 석 방 법

Fig. 3 Grid on ice rink

Table. 1 Boundary condition on ice rink

Location Condition Value

Ice Rink Velocity Inlet -5 ℃

Light Wall 120 kW

Heating Seat Wall 50 kW

Exhaust Fan Outlet -

 본 연구에서는 실내 빙상경기장 내 2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상용소프트웨어인 ANSYS Fluent 14.5를 사용하였으며 비압

축성 2차원 정상상태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계산 시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으로 이산화 되었다.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계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면체의 

비정렬 경자계로 구성하였으며, 총 80만개의 격자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은 Table. 1과 

같으며, 실내 빙상경기장 내 작동유체로는 표준상태의 20℃ 공기

로 하였고, 기류순환 팬의 입구와 출구 조건으로는 유량 조건을 

부여하여 각각의 기류순환 팬에서 실제 작동조건을 고려한 

3000CMH의 풍량 조건을 갖도록 하였다. 

 조명에 의한 발열조건으로는 천정에 위치한 각각의 조명에 

0.4kW의 열량이 발생함을 가정하였고, 총 308개의 조명에 대한 

총 발열량은 120kW로 설정하였다. 관람석의 의자를 히팅시트로 

설정하였으며, 히팅시트에서 내부공기로 유입되는 총 발열량은 

50kW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찬 공기를 발생시키는 빙

상경기장 빙면의 온도를 -5℃로 유지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실내 빙상경기장 내 열원 위치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를 수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조건이 다른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세 가지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내 빙상경기장의 온도 분포를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맞추는데 있다. 따라서 각 Case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온도 분포를 측정하였으며, 각 조건에 대하여 실내 빙상경기장내

유동특성을 파악하였다. 실제 빙상경기장을 2차원화 하기 위해서 

빙상경기장 전체단면을 2등분하여 수직으로 자른 표면을 2차원화



Table. 2 Exhaust Fan on ice rink in accordance with the 

variable

Case Exhaust Fan

Case 1 Adiabatic Wall

Case 2 Exhaust Fan 3 EA

Case 3 Exhaust Fan 5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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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at each layer of cases

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Table. 2와 같이 국제규격(Ice-Hochey)에서 명시된 최적의 온도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서 각 조건에 대하여 실내 빙상경기장 내 

유동특성을 파악하였다. 

 Fig. 4는 빙상경기장 상부층, 가운데층, 하부층 총 세가지의 실

내 평균온도와 국제규격(Ice-Hochey)에 명시된 평균온도를 비교

하고 있다. Fig. 4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환기구가 미설치된 빙상

경기장의 단면보다. Case 2, Case 3과 같이 환기구가 천정에 설

치되어 있는 빙상경기장의 모델에서 국제규격에 명시된 온도분포

를 잘 만족하고 있다. 또한 환기구의 위치와 개수에 따른 최적의 

온도 분포 조건에서는 Case 3번인 환기구가 5개인 모델에서 가장 

최적의 온도 분포 조건을 만족하였다. 하지만 Case 2의 경우와 

견주해볼 때 실내 평균온도가 Case 2보다 낮으므로 빙상경기장 

난방시 Case 2가 Case 3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또한 실제 빙상경기장을 건설하면서 환기구의 개수 당 만

드는 경제적인 비용이나 안전성 유무 등의 잘 고려여 실제 빙상

경기장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4.1 환기구가 없는 단열조건일 때 

 환기구가 없는 단열조건일 때 빙상경기장의 온도변화는 Fig. 

5(a)과 같다. 실내 빙상경기장에서 온도의 순환이 전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으며 선수들의 출입구나 관람객의 출입구로는 국제규

격(Ice-Hochey)에 맞는 온도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

내 온도 순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내 빙상경기

장에 링크안개 및 결로 현상을 일으키는 온도편차를 가져 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실내 빙상경기장에 제습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야 되는 사항을 고려해야만 한다.

4.2 환기구가 3개인 경우 

 실내 빙상경기장에 추가적으로 천정에 환기구를 3개 설치했을 

경우 국제규격(Ice-Hochey)에 만족할 정도의 온도 평형이 이루어 

졌다. 제일 하부층인 빙면의 온도가 -3℃, 실제적으로 관람객들이 

체감하는 중심부측은 13℃ 그리고 가장 높은 온도의 조명의 영향

을 받는 상부층에서는 20℃로 나타났다. 

 이 수치들은 국제규격(Ice-Hochey)에 모두 만족하는 수치이고 

실제적으로 선수들이 가장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관람객들

도 쾌적하고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다. Fig. 5(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온도의 순환도 잘 이루지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온도균형 분포를 이루고 있다.

4.2 환기구가 5개인 경우 

 환기구가 5개인 경우도 3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규격

(Ice-Hochey)에 만족할 정도의 온도 평형이 이루어 졌다. 제일 하

부층인 빙면의 온도가 -3℃, 실제적으로 관람객들이 체감하는 중

심부측은 11℃ 그리고 가장 높은 온도의 조명의 영향을 받는 상

부층에서는 18℃로 나타났다. 이 수치들은 국제규격(Ice-Hochey)

에 모두 만족하는 수치이고 실제적으로 선수들이 가장 좋은 기량

을 발휘할 수  있고 관람객들도 쾌적한 관람을 할 수 있다. 또한 

Fig. 5(c)에서 알 수 있듯이 완벽한 온도 균형화를 이루었고 공기

순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환기구를 5개 설계시 발생되

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환기구가 3개인 경우보다는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실내 빙상경기장 설계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알맞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 Temperature contour on Case. 1 

(b) Temperature contour on Case. 2 

(c) Temperature contour on Case. 3 

Fig.5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ice rink



 5. 결    론   

빙상경기장 실내온도 분포를 국제규격(Ice-Hochey)에 맞게 경

제적효율적으로 최적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임의의 

빙상경기장을 2차원으로 모델링하고 환기구의 개수와 위치에 

따른 온도분포 특성을 수치해석으로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수치해석 결과, 환기구가 미설치된 빙상경기장 보다 Case 

2, Case 3과 같이 환기구가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빙상경기장 

모델에서 국제규격에 명시된 온도분포를 잘 만족하고 있다. 

(2) 환기구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실내 빙상경기장에서 공기순

환은 더욱더 잘 이루어졌지만, 실제 설계시 국제규격

(Ice-Hochey)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환기구를 많이 

두는 방안보다는 환기구의 개수를 적절히 배치하여 효율성과 경

제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빙상경기장의 2차원 수치해석에 의해 환기구

의 개수 및 위치에 따른 빙상경기장 단면의 온도변화를 관찰하

였지만 실제 설계시에는 보다 많은 열원과 열침, 습도 및 외기

온도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3차원 모델링을 통

해 빙상경기장 설계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평가하여 최적 설

계에 근접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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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ircular cylinder 원기둥, Damping plate 감쇠판, Porosity 공극률, Model test 모형실험, Viscous damping 점성 감쇠, 
Heave motion 수직운동

ABSTRACT: A impermeable damping plate attached at the bottom of a cylinder has a distinct advantage in reducing the motion response of a 
floating circular cylinder by increasing the added mass and the damping coefficient. Futhermore, the porous holes of the permeable damping 

plate induce the flow separation and vortices agitation which caused energy loss of the incident wave.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porosity, 
viscous damping was calculated by the non-dimensional damping coefficient obtained from the heave free decay test. The motion responses of a 
circular cylinder with permeable and impermeable damping plate are investigated by model test. Finally,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compared 

with a numerical results using the BEM-based ANSYS AQWA commercial program included the viscous damping.

1. 서    론 

원기둥의 운동 특성은 TLP(Tension Leg Platform) 또는 

SPAR와 같이 원형 수선면을 갖는 해양 구조물의 설계에서 중요

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 구조물의 고유 주파수와 

입사파 주파수가 일치할 때 발생하는 공진 현상은 구조물의 대

진폭 운동을 유발하여 라이저 또는 계류 시스템의 심각한 손상

을 가져오므로 공진 시 운동 저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유 구조물 밑면에 설치된 원형 불투과성 

감쇠판은 수직운동 저감 장치로서 부가 질량을 증가시켜 구조물

의 수직운동 고유주파수를 입사파의 주파수 범위 밖으로 이동시

키며, 방사 및 점성 감쇠를 증가시켜 공진 시 수직운동을 저감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정한 공극률을 갖는 투과성 감쇠판은 

구멍을 통하여 발생하는 유체의 와류 및 박리로부터 점성 감쇠 

및 에너지 손실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원기둥에 대한 운동 해석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

가 선행되어 왔다. Garrett(1971)는 수면위에 떠 있는 원기둥에 

대한 산란문제를 해석하였으며, 방사문제는 Tung(1979)과 

McIver and Evans(1984)에 의해 해석되었다. Tao and Cai(2004)

는 원형 감쇠판이 부착된 원기둥에 의한 Vortex shedding 문제

를 유한차분법으로부터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풀어 

해석하였다. 조일형(2011)은 원형 감쇠판이 부착된 원기둥의 방

사문제에 고유함수전개법을 적용하여 동유체력을 해석하였다. 

타공판에 대한 연구로 조일형(2002)은 수면 밑에 잠긴 수평형 

타공판에 대해 고유함수전개법을 이용한 이론해석과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공극률에 따른 소파특성을 확인하였다. Tao 

and Dray (2007)는 PMM(Planar motion mechanism)을 이용하

여 타공 원판의 강제 동요에 따른 동유체력 특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 실린더 밑면에 부착된 불투과성 및 투과

성 감쇠판의 파랑중 운동 특성에 대한 모형실험으로부터 감쇠판

의 수직운동 저감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자유감쇠 실험에 의

해 계산된 수직운동 점성 감쇠 계수를 경계요소법 기반 상용 운

동해석 프로그램(ANSYS AQWA)에 적용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2. 실험 조건 

원기둥의 운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제원을 실험 

수조의 조파 가능 범위에 맞는 입사파 주파수로부터 선정하여 

원기둥 설계를 실시하였다. 구조물의 흘수와 입사파 주파수의 

관계는 원기둥의 수직운동에 대한 공진 주파수 계산 식

(

 )으로부터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흘수, 는 복원력, 는 물의 밀도, 

는 원기둥의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수선면적을 나타내며, 

와 는 각각 원기둥의 수직운동에 대

한 공진 주파수와 부가질량이다.

수직운동과 종운동의 고유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도록 원기둥 

내부에 설치된 추의 높이를 조절하여 무게 중심을 변화시켰다

(Fig. 1 참조).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감쇠판 유무에 따른 원

기둥의 상세 제원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원기둥 밑면에 부착

되는 투과성 감쇠판은 Fig. 2와 같이 직경 240mm, 두께 2mm의 

원판에 직경 3mm의 공극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여 공극률을 

변화시켰다. 또한 감쇠판 중심 기준 90 〫 간격으로 직경 8mm의 

체결 구멍을 두어 원기둥 밑면에 부착하였으며, 상세 제원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이 수행된 서울대학교 선형시험수조는 전체 길이 110m, 

폭 8m, 수심 3.5m이며, 양 끝단에 조파 장치와 소파 장치가 설

치되어 있다. 원기둥은 수조 내 이동식 대차의 중앙부를 기준으

로 조파기로부터 40m 지점에 설치하였고, 입사파 계측을 위해

Fig. 1 Drawing and shape of the circular cylinder

Properties Cylinder
Cylinder with 
damping plate

Height [m] 1.000 -

Diameter [m] 0.150 -

Mass [kg] 13.617 14.337

draft [m] 0.771 0.811

Center of gravity [m] 0.298 0.283

Moment of 
inertia

[kg‧m2]

Ixx, Iyy 0.942 1.005

Izz 0.041 0.046

Resonant 
frequency
[rad/sec]

Heave 3.432 3.109

Pitch 2.655 2.814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circular cylinder

서보식 파고계를 원기둥 5m 전방에 설치하였다(Fig. 3 참조). 원

기둥의 수직 및 종운동 계측을 위한 가속도계(AS-1GB)는 원기

둥의 전‧후면 무게 중심 위치에 설치하였다. 계류 시스템은 Fig. 

4와 같이 원기둥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에 유연한 스프링

으로 체결하여 수직 및 종운동을 허용하였으나, 원기둥의 수평 

이동에 따른 운동 계측이 불가하여 전후 및 좌우 운동은 구속하

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자유감쇠 실험

감쇠판 유무 및 투과성 감쇠판 공극률에 따른 원기둥의 수직

운동 감쇠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감쇠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직운동에 대한 자유감쇠 실험은 원기둥 상단부에 수직하방향

으로 강제적 힘을 가하여 일정 깊이 입수시킨 후 힘을 제거하여 

원기둥의 상하 자유진동 변위를 정수위로부터 시계열로 측정하

였다. Fig. 5는 원기둥의 시계열 자유진동 변위를 보여주고 있다. 

최초 변위는 0.125m이며, 수직 변위의 최초 최고점(


), 최저점

(


)과 두 번째 주기의 최고점(


)과 최저점(


)으로부터 무차

원 감쇠계수()를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2)

식 (2)로부터 계산된 를 이용하여 식 (3)의 수직운동 점성 감

쇠 계수()를 구할 수 있다.

Fig. 2 Definition sketch of the damping plate 

Plate no.
Hole diameter 

[mm]
Distance between 

holes [mm]
Porosity

1 - - 0.000

2 3 12 0.0567

3 3 9 0.1008

4 3 8 0.1275

5 3 6 0.2267

6 3 5 0.3265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damping plate



Fig. 3 Schematic sketch of experimental setup

Fig. 4 Mooring configuration of the experimental model







 (3)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 는 원기둥의 수선면적이다. 

원기둥과 감쇠판의 공극률 변화에 따른 점성 감쇠 계수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원기둥에 비하여 불투과성 감쇠판이 부착될 경

우 점성 감쇠는 약 2배 증가하였다. 투과성 감쇠판의 공극률이 

0.1008일 경우 가장 큰 점성 감쇠 계수를 보였으며, 그 외의 공

극률에서는 불투과성 감쇠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조일형(2002)의 타공판 소파특성 실험에서 최대 소파 성능을 보

인 공극률과 일치한 결과이다.

3.2 운동성능 실험

입사파 주파수에 따른 원기둥의 운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칙파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감쇠판이 부착되지 않은 원

기둥과 불투과성 및 최대 점성 감쇠 값을 갖는 공극률(P:0.1008)

의 투과성 감쇠판이 설치된 원기둥에 대하여 각각 10 case 실시

하였다. 규칙파 실험을 위한 입사파의 제원은 Table 3과 같이 모

든 실험 대상의 공진 주파수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0.015부터 

0.03까지의 파형경사()를 갖도록 파고를 조절하여 과도한 

수직운동에 기인한 불안정 상태에 따른 종운동을 최소로 하도록 

설정하였다. 

Fig. 7은 각 실험 조건에서의 규칙파 실험 결과(원기둥: □, 원

기둥+불투과성 감쇠판: ●, 원기둥+투과성 감쇠판(P:0.1008): ▼)

와 자유감쇠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점성 감쇠 계수를 적용한 수

치계산 결과(원기둥: …, 원기둥+불투과성: , 원기둥+투과성 

감쇠판(P:0.1008): ―)에 대한 heave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를 보여주고 있다. 원기둥의 경우, 실험과 수치 계산 

Fig. 5 Heave free decay test results of the circular cylinder

Fig. 6 Viscous damping of the circular cylinder with 

damping plate according to the porosity

결과는 대체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으며, 감쇠판 부착에 따른 방

사 및 점성 감쇠 증가로 인하여 공진 주파수에서 수직운동이 약 

60% 감소하였다. 그러나 투과성 감쇠판과 불투과성 감쇠판의 

운동 성능 실험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 점성 감쇠 증가에 

따른 투과성 감쇠판의 운동 저감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감쇠판의 잠긴 깊이가 깊어 입사파에 따른 투과성 감쇠판의 에

너지 감쇠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류 장치에 의

해 증가된 부가질량의 영향으로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공진 주파

수는 수치 계산 결과보다 저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함을 확인하였

다.

5. 결    론   

투과성 감쇠판 유무와 불투과성 감쇠판이 부착된 원기둥의 운

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결

론을 얻을 수 있다.



Case

Wave Frequency[rad/sec] Wave height[m]

Target

Measured

Target

Measured

Cylinder 
only

Cylinder with 
impermeable 

damping plate

Cylinder with 
permeable damping 

plate (p:0.1008)

Cylinder 
only

Cylinder with 
impermeable 

damping plate

Cylinder with 
permeable damping 

plate (p:0.1008)

1 3.600 3.5904  3.5904 3.5885 0.072 0.0735  0.0708 0.0679 

2 3.400 3.3937  3.3937  3.3963  0.053 0.0530  0.0521  0.0517  

3 3.200 3.2034  3.2057  3.2039  0.060 0.0614  0.0601  0.0585  

4 3.100 3.1105  3.1105  3.1105  0.064 0.0645  0.0637  0.0620  

5 3.000 3.0063  3.0039  3.0063  0.061 0.0597  0.0593  0.0566  

6 2.900 2.8955  2.8971  2.8938  0.066 0.0652  0.0645  0.0639  

7 2.800 2.8029  2.8034  2.8034  0.062 0.0611  0.0608  0.0602  

8 2.700 2.6947  2.6966  2.6966  0.063 0.0617  0.0610  0.0600  

9 2.600 2.5937  2.5964  2.5950  0.054 0.0535  0.0528  0.0517  

10 2.500 2.5033  2.5033  2.5033  0.058 0.0579  0.0569  0.0557  

Table 3 The regular incident wave conditions

 

Fig. 7 Comparison of heave RAO between numeric and 

experimental results according to the cylinder and 

damping plate relation

 (1) 원기둥과 감쇠판이 부착된 원기둥의 자유감쇠 실험을 

실시하여 공극률 변화에 따른 에너지 감쇠 효과를 확인하였다. 

감쇠판이 부착될 경우 점성 감쇠는 증가하였으며, 특정 공극율

(0.1008)에서 최대 점성 감쇠 계수를 나타내었다.

(2) 감쇠판이 부착되지 않은 원기둥과 불투과성 및 최대 점

성 감쇠 계수를 갖는 투과성 감쇠판이 부착된 원기둥의 파랑 

중 운동 특성을 확인하였다. 감쇠판이 부착됨에 따라 공진 주

파수는 저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수직운동은 크게 감

소하여 공진 주파수에서 해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쇠판의 잠긴 깊이가 깊어 투

과성 감쇠판에 의한 에너지 감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후 

감쇠판의 잠긴 깊이 변화에 따른 운동 특성 보완 실험으로부터 

이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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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자항선의 비선형 횡동요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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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onlinear roll responses of a heavy transport vessel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A model test was carried out 

in Ocean Engineering Basin of MOERI/KIOST. A transported offshore structure with wide overhang part is considered in the test. The scale 
factor of the model is 50. The transported structure was modeled as simple rectangular box. A series of regular and irregular wave tests under 
the beam sea conditions were performed. In regular wave test, three different wave heights were considered in order to study nonlinear motion 

characteristics of the transport vessel. 6-DOF motions of the vessel and relative wave elevation at the super structure was measured. It is 
clearly observed the overhung part of the super structure was touched by wave and submerged in water. This causes periodic wave-in-deck 
impact and the roll motion of the vessel is significantly affected. The patten of wave-in-deck impact can be categorized with respect to wave 

period and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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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식 진동수주형 포인트 옵저버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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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형

ABSTRACT: We introduce a new type of wave energy converter called a submerged point absorber using oscillating water column 
(SPA-OWC). This system is a submerged wave energy converter since all parts of the system are completely submerged. Its exterior is similar 

to a point absorber using a heaving buoy but it extracts renewable energy by using the heave motion of the sea water inside the lid which 
adapts the operation principle of OWC. Accordingly, it does not require a movable part such as buoy and has an advantageous structure in the 
efficient design of energy conversion devices so long as the velocity of the air flow increases as OWC doe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basic 

operation principle of the SPA-OWC, analyze the model dynamics based on Newton's low applied to the trapped water inside the body, and 
calculate it's performances numerically by using AQWA and MATLAB.  

1. 서    론 

 파력발전이란 파랑에 의한 면의 주기석인 상하 운동 또는 

물입자의 전후 운동 등을 에너지 변환장치를 통하여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킨 후, 이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

키는 것을 말한다. 파력발전의 연구는 1970년대부터 진행되었

으나 해양 환경의 시간적, 계절적 불규칙성과 폭풍, 해일과 같

은 재난에 의한 파력발전시스템에 파손 및 유실의 위험성으로 

인해 상용화가 쉽지 않은 기술 중 하나이다. 

 파력발전 시스템의 대표적인 방식 중의 하나인 포인트 옵

저버(Point Absorber)는 입사파의 파장에 비해 작은 크기의 부

유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부유체의 운동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입사파의 주파수와 공진이 일어나도록 부유체의 형상을 설계

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Stallard et al., 2005). 또한 이러한 

포인트 옵저 타입의 파력발전 시스템 중 하나인 Archimedes 

Wave Swing(AWS)는 잠수식 포인트 옵저버로 극한의 해상 환

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Polinder et al, 2005). 그

러나 음의 값을 갖는 수역학적 스프링 상수를 상쇄하기 위한 

내부의 추가적인 스프링의 장착과, 사일로(Silo) 내부의 공압의 

유지를 위해 공기펌프를 필요로 하고, 공진현상의 극대화를 위

해 비대해진 본체 크기 등의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대화의 문

제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해역에 설치된 

AWS는 단기간의 운영만 이루진채 실험이 중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AWS가 갖는 단점들을 보안한 새로운 형태

의 포인트 옵저버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포인트 옵저버는 

AWS처럼 모든 부품들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는 잠수식이며 

공진현상을 최대한 이용하여 에너지 추출 효율을 극대화를 추

구한다. 그러나 제안하는 파력발전 시스템은 공진현상을 만족

시키는 조건에 필요한 질량과 스프링 상수가 본체의 질량과 

스프링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해수의 운동에 의해 주어지는 

부가질량과 수역학적 스프링 상수에만 의존하여 공진조건을 

충족시킨다. 즉 AWS에 비해 추가적인 스프링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스템이 비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단순화 

및 경량화, 그리고 높은 체적효율을 갖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내부의 해수의 운동을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부유체가 필요 

없고, 따라서 부유체의 운동을 구속하기 위한 부품이 없기 때

문에 구조가 단순하고, 제작이 간단하고 저렴하며, 낮은 건조 

중량으로 설치 비용을 절감과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등의 장점 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잠수식 진동수주형 포인트 옵저버의 개념과 동작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ANSYS AQWA 상용코드(ANSYS)를 사용한 수치계

산결과를 통해 이론적 발전량을 산출하여 가능성을 입증한다. 

2. 잠수식 진동수주형 포인트옵저버의 개요

2.1 잠수식 진동수주형 포인트 옵저버의 구성

잠수식 진동수주형 포인트 옵저버는 크게 하우징과 기둥, 감

쇠판, 터빈, 그리고 계류장치로 구성된다. 하우징은 속이 빈 원

기둥 형태로 상부는 막혀있고 하부는 개방되어 있다. 기둥은 

양단이 개방된 속이 빈 실린더이며 하우징에 비해 직경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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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둥의 상단은 하우징의 중간에 위치하며 터빈은 기둥 상

단의 내부에 위치한다. 감쇠판은 기둥의 하단에 고정된 원반 

형태의 무게추로 구조물의 거동 안정성을 높이고 파도에 의한 

구조물의 운동을 제약한다. 감쇠판, 하우징, 기둥은 모두 상대

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우징과 터빈 내부의 유체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2.2 잠수식 진동수주형의 동작 원리

본 시스템은 수면 아래에 완전히 잠겨 있다. 정상 상태(static 

state)에서 하우징과 기둥의 대부분은 해수로 채워져 있으나 하

우징 상부와 기둥 상부의 일부는 공기로 채워져 있다. 이 공기

는 기본적으로 설치깊이에 해당하는 수압과 같은 압력이 작용

한다.

파고가 상승함에 따라 하우징 하단과 기둥 하단에는 가진력

(excitation force)이 작용하게 된다. 깊이가 얕은 하우징의 가진

력이 더 크기 때문에 하우징 내부의 수위는 상승하게 되고 하

우징 상부의 공기는 밀려서 기둥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기의 

비압축성을 가정했을 시, 하우징 내부의 수위의 변화량과 기둥 

내부의 수위 변화는 단면적의 비에 의해 결정된다. 즉 기둥의 

단면적과 하우징 단면적의 비에 따라 기둥 내부의 수위의 진

폭을 증폭할 수 있다. 반대로 파고가 하강함에 따라 하우징 내

부의 압력의 하강이 더 크기 때문에 하우징 내부의 수위는 하

강하게 되고 기둥 내부의 수위는 상승하게 되어 기둥내부의 

공기가 하우징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기둥 내부에 웰스 터

빈과 같이 단방향성 터빈을 장착하게 되면 공기의 이동에 의

해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면서 연결된 회전형 발전기(PTO: 

Power Take Off)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3. 동적 방정식 유도 및 출력 계산

3.1 동적 방정식 유도

제안된 파력발전 시스템은 가동 물체형과 달리 해수의 운동

에 의해 운동에너지가 전달되므로 해수의 운동 해석이 필요하

다. 본체 내부의 해수는 크게 파도의 운동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하우징 내부의 해수와 집중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기둥 내부의 해수로 구분된다. 하우징 내부와 기둥 내부

는 모두 상단이 공기로 차 있기 때문에 수위를 변수로 하는 

동적방정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우징 내부의 수위를  , 기

둥 내부의 수위를 라 했을 때 두 수위에 대한 동적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Ruehl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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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chematic figure of the SPA-OWC

여기서 , ,  는 가각 해수의 밀도, 중력가속도, 하우징 내

부의 공기압력을 의미하며 

 는 점성에 의한 감쇠계

수로 자유감쇠실험(Free-decay test)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 . 는 비감쇠 공진주파수이다(조일형 등, 2010).  , 

 ,  ,  ,  ,   는 각각 수위 1, 2에 대한 파도의 

운동에 의한 부력의 전달함수 역할을 하는 가진력과 물의 진

동에 의해 형성되는 효과인 부가질량(added mass), 방사감쇠

계수(radiation damping) 함수를 나타내며, 은 발전기에 의

한 부하를 나타낸다.  ,  ,  ,  , 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된다. 

        


∞

∞

                 (3)

        


∞



 
                (4) 

          
                                   (5)

여기서 는 파고, 는 발전기의 감쇠계수를 의미하고  , 

는 각각 시간영역에서의 가진력과 방사감쇠의 임펄스 응답

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의미한다. 

한편, 하우징 상단에 존재하는 공기는 양을 최소한으로 한정

시킴으로써 해수의 운동에 의한 공기의 압축을 최소한으로 하

여 비압축성을 전제할 공기의 체적 보존에 의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6)



식 (6)을 이용하여 식 (1), (2)를 에 관해 통합한 뒤, 식 

(3)~(5)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의 식으로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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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 에 있는  , , , ,  , 는 각각 다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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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을 의미한다. 

3.2 추출 발전량 산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분석을 위해선 앞에서 구한 전체 시스

템의 동적방정식 (7)을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해야 한다. 주

파수 영역에서의 분석은 시스템의 LTi(Linear, Time invariant) 

특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가 원점을 중심으로 미소운동

을 한다는 가정을 통해 식 (7)을 선형화해야 한다. 선형화된 식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4)

파도의 변위를   
 라 할 때, 식 (14)는 주파수영역

에서 다음과 같은 운동방정식으로 표현된다. 

 
 












   

                                                      (15)  

      

여기서  ,  ,  , 는 수위 1, 2의 주파수 영역에서 가

진력과 방사감쇠 함수를 의미하며, 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파고 함수를 의미한다.   

출력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평균 파워를 파고의 값의 제곱으

로 나눈 정규 출력(normalized average extracted power)은 다

음과 같다. 







 
 






















  

                                                      (16)

또한 불규칙 파랑을 대입하여 얻을 수 있는 파워 스펙트럼

은 다음과 같다. 

                  

 



⋅

               (17)


는 파 스펙트럼으로 JONSWAP 스펙트럼인 경우 다음 

식과 같다. 

         
 






 
 

 

 


 


 




       (18)

여기서 는 유의파고, 는 피크주기이며 ≤  일 때 

 , 일 때   이다.  이다. 추출 파워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

                       (19)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Fig. 2와 같이 하우징의 직경()=5m, 기둥의 직경()=1m, 

기둥의 높이()=12m 인 파력발전 시스템이 수심 30m인 해역

에 수면으로부터 4, 8m 깊이에 위치 있다고 가정하자. 먼저 

ANSYS AQWA를 이용하여  ,  ,  ,  ,  , 를 

구한 후 계산 결과를 식 (16)에 대입하여 정규시간파워를 구하

였다. 수직운동의 고유 각진동수는 4, 8 깊이에서 각각  

  






≈ ,   

≈   이다.

이러한 파력발전 시스템이 유의파고()가 3, 피크주기

()가 6.6 ( ) 인 해역에 설치되어 있다 가정하고 

추출된 파워스펙트럼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3은 

  일 때, 파도의 스펙트럼과 정규출력, 추출 파워 스펙트

럼과 발전기 감쇠계수의 변화에 의한 평균추출파워의 경향을 

보여준다.

Fig. 2 Diagram of thd SPA-OWC including simulation sizes. 

Fig. 3(d)와 같이  160 ⋅일 때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값은 약 2.3이다. 또한 Fig. 3(a), (b), (c)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에서 최댓값을 가지며 이는 발전 시스

템의 고유진동수와 모두 일치한다. 

 Fig. 4는   일 때 결과이다. Fig. 4(d)는  160 

⋅일 때 최대 출력 1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4 (a), (b), (c)를 보면 파 스펙트럼은 1에서 최댓값을 갖

는 반면 정규출력과 추출 출력의 최댓값은 그보다 좀 작은 약 

0.92에서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파도의 피크주기와 기

기의 공명주기, 평균출력 주기와 추출된 출력의 공명 주기가 

모두 불일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Fig. 4 (d)와 같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가진력이 감소한 영향과 공진 주파수의 불일치

의 영향으로 출력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a)                          (b) 

             (c)                          (d)

Fig. 3 Numerical results of proposed wave energy converter 

submerged at 4 depth; (a) wave spectrum, (b) 

normalized average power, (c) extracted power 

spectrum,  (d) power versus damping

             (a)                          (b)

             (c)                          (d)

Fig. 4 Numerical results of proposed wave energy converter 

submerged at 4 depth; (a) wave spectrum, (b) 

normalized average power, (c) extracted power 

spectrum,   (d) power versus damping

제안한 파력발전 시스템의 최대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설치

해역 파도의 피크주기와 시스템의 공진주파수, 최대출력의 피

크주기가 일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  , 의 최적화된 

값의 산출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잠수식 진동주수형 포인트 옵저버의 개념과 

동작원리에 대해 설명하였고 AWQA를 통해 이론적인 발전량

을 계산하였다. 깊이별 출력의 경향성을 비교함으로써 장치의 

고유 진동수와 해역의 피크주기를 일치시키는 공명효과의 중

요함도 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선 목표 해역에 적합한 본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전기를 얻기 위한 발전기를 간략한 수식으

로만 대입하였지만 실제로는 선형발전기 혹은 웰스터빈을 장

착한 회전형 발전기 등의 발전기가 결합되어야 하며 이 발전

기의 출력 특성이 고려되어야만 정확한 시스템의 모델링이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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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배치된 두 부유체에 작용하는 조류력 및 풍력 특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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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and wind forces acting on two floating bodies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by using 
a commercial CFD software, STAR-CCM+. In the numerical analyses, LNGC is located right behind FSRU under the uniform current or wind 
conditions. Steady calculations with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solver and realized k-epsilon model were carried out. Firstly, 

current coefficients of FSRU only by CFD are compared with model testing data. Through the comparison, present numerical models and mesh 
systems are indirectly verified. Next, computations for FSRU and LNGC in uniform current are performed with different relative positions. It is 
found that current coefficients are largely affected by the longitudinal positions. Finally, wind forces acting on FSRU and LNGC in tandem 

configurations are studied. Focus is made on the shielding effects due to aerodynamic interactions between FSRU and LNGC. 

1. 서    론 

부유식 해양구조물은 단일 부유체로 해상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셔틀탱커나 LNGC 와 

함께 적하역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물의 작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환경외력(바람, 조류, 파도)을 

고려한 해석이 필수적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환경외력의 정확한 계산은 선박이나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위

치유지 및 안정성 확보 문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동일한 환

경외력을 받는 직렬 또는 병렬 계류된 두 부유체는 서로간의 유

체력 간섭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 부유체에 작용하

는 환경외력의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그림자 효과(Shielding 

effect)라 한다. 환경외력 변화에 대한 계산은 모형실험 및 CFD 

해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전산기기 및 수치시뮬레이

션 기법의 발달로 CFD 계산은 계산 시간 및 정도가 향상되어 

왔으며, 산업계 및 학계에서 CFD를 이용한 관련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구명준(2006)은 선박의 횡 방향 이격거

리에 따른 Wind Shielding effect를 검토하여 쉴딩계수

(Shielding factor)를 산정하였고, Yuck(2007)은 병렬 계류된 두 

선박의 조류력 특성을 실험하였다. Arjen Koop(2010)은 CFD 계

산과 풍동실험을 비교하여 직렬 배치된 두 부유체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분석하였으며,  Eduardo Aoun Tannuri(2010)은 DP 

시스템이 적용된 셔틀탱커에 작용하는 Wind Shielding effect를 

CFD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Jess R.de Souza Junior(2006)은 

직렬배치시 유체력 간섭에 대해 연구하였다. 육래형(2004)는 부

유체에 작용하는 조류력을 상용코드인 Fluent를 사용하여 계산

하였으며 모형실험, OCIMF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Tomasz 

Tabaczek(2007)은 선수형상에 따른 바지선의 저항특성을 Fluent

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양구조물인 FSRU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와 LNGC가 직렬배치 되었을 때 조류

력 및 풍력 특성을 CFD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먼저 FSRU단독에 대한 조류력 계산을 해양공학수조 모형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수치모델 및 격자계에 대한 검증을 수행

하였다. 이 후 직렬배치 된 FSRU와 LNGC에 대해서 일정한 조

류 및 바람 조건하에서 유동장 및 항력계수 계산을 수행하였다. 

직렬배치 된 두 부유체의 이격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조류력 

및 풍력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FSRU에 의한 그림자 효과

의 영향으로 LNGC의 항력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

보고자하였다. 

 

2. 계산조건 및 문제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상용프로그램인 STAR-CCM+를 사용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형상주위의 유동해석을 위해 난류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포함한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을 사용하고, 난류모델은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K-Epsilon을 사용하였으며, y+에 따라 wall function을 변화시켜 

적용하는 Two-Layer All y+ wall Treatment 법을 사용하였다.

수치해석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치계산의 검증을 위하여 모형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

산을 하여 비교 검증을 수행한다.

2. 단독 부유체의 수치계산을 실선크기로 수행하고 비교 검토

한다.

3. 조류가 있는 환경조건에서 두 부유체를 직렬배치(Tandem)

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고 유동특성을 파악한다.

4. 바람이 있는 환경조건에서 두 부유체를 직렬배치(Tandem)

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고 유동특성을 파악한다.

수치계산의 검증을 위해 해양공학수조 모형시험에 사용된 제

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조류력 특성을 계산

하였다. 모형과 실선크기의 격자는 모두 Trimmer 격자를 사용

하였고, 모형실험 및 수치 계산에서 사용된 Reynolds number는 

×

, 실선크기의 수치 계산에서 사용된 Reynolds 

number는 FSRU ×

, LNGC ×


이다. 직렬배치

(Tandem)된 모형의 격자구성을 Fig.1에 각각의 모형에 대한 제

원을 Table.1에 나타내었다. 

(a) Wind

(b) Current

Fig. 1 Grid system for tandem configuration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test model

FSRUmodel FSRUreal LNGCreal

Lpp [m] 5.25 315.00 266.00 

B [m] 0.88 53.00 43.40 

T [m] 0.20 12.00 9.40 

Current speed [m/s] 0.14 1.09 1.09 

Rn ×


×


×


3. 수치해석 결과

3.1 단독선체

모형시험은 FSRU에 대한 1:60의 축척모형을 이용하여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공학수조에서 수행되

었다. 조류 속도는 2 knots를 고려하였으며, 입사각은 0°~180°까

지 15° 간격으로 계측하였다. 수치계산은 모형시험 조건으로 수

행하였으며, FSRU의 수선면 아래 부분에 대해서 격자를 생성하

여 Steady 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계산에 사용된 격자 수는 약 

300만개이며, 유체장의 크기는 입사각 0° 일 때 길이 33m, 폭 

10m, 깊이 7.2m를 이용하였으며, 입사각에 따라서 유체장의 길

이 및 폭의 변화가 있다. 

모형시험과 수치계산으로부터 얻어진 조류력 계수를 Fig. 2에 

비교하여 도시하고 있다. 현 수치계산에 의한 조류력 계수는 X 

방향과 Y 방향 모두 모형시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Y 방향 조류력 계수는 모형시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만, X 방향의 조류력 계수 중 선수쪽으

로 입사하는 경우에 현 수치계산이 모형시험 보다 더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오차는 선수부의 자유수면 상승에 의한 

항력 증가가 모형시험의 X 방향 조류력 계수를 상대적으로 크

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Table 2는 입사각 180도 일 때의 자유

수면 유무에 따른 조류력 계수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유

수면을 고려함에 따른 조류력 계수는 45%가량 증가하였으며, 

모형시험 시 계측된 결과와의 오차가 5%이하로 줄어듦을 확인

할 수 있다. 

(a) X-dir. coefficient

(b) Y-dir. coefficient

Fig. 2 Comparison of current coefficient between experiments 

and present calculations



Table 2 Results of current coefficient with freesurface

180 deg Fx[N] CDX Error

OEB_Test -1.046 -0.587 -

Num

(w/o freesurface)
-0.547 -0.307 47.7%

Num

(w/ freesurface)
-1.010 -0.567 3.4%

축척비 효과를 배제하고 실제 FSRU와 LNGC에 작용하는 조

류력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선 크기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

다. 이 때 조류 속도는 2 knots를 고려하였으며, 입사각은 

0°~180°까지 30° 간격으로 수치계산 하였다. 유체장의 크기는 

축척모형 수치계산과 동일한 비율로 설정하였으며, 수치계산에 

사용된 격자수는 250~500만개이다. 수치계산으로 얻어진 FSRU

와 LNGC의 조류력 계수를 Fig. 3에 도시하였다. FSRU의 조류

력 계수는 Fig. 2의 축척모형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계산되었으

며, 이는 축척비에 의한 효과가 미미함을 의미한다. LNGC의 경

우 수면하부는 유선형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SRU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작은 조류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Fig. 4와 Fig. 5는 조류 입사각에 따른 FSRU와 LNGC 선체표

면의 등압곡선(pressure contour)과 유선(streamline)을 보여주고 

있다. 측면으로 조류가 입사할 때 격렬한 유동장이 발생함을 볼

수 있으며, 특히 FSRU의 경우 각진 형상으로 인해 와(vorticity)

가 발생하여 커다란 후류장이 생성됨을 볼 수 있다. 

(a) FSRU

(b) LNGC

Fig. 3 Current coefficient of FSRU and LNGC

(a)  (b) 

(c)  (d) 

Fig. 4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 around FSRU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a)  (b) 

(c)  (d) 

Fig. 5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 around LNGC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3.2 직렬배치(1): 조류력 

FSRU와 LNGC가 직렬배치 된 상황에서의 조류력 특성을 수

치계산을 통해 살펴보았다. FSRU는 터렛 계류된 상황으로 선수

각은 조류의 방향에 지배적으로 결정이 되므로 입사각은 180°로 

고정하였으며, FSRU와 LNGC의 X방향 거리를 50, 100, 150, 

200, 250m로 이동하여 수치계산 하였다. Fig. 6은 선수각 180°, 

X방향 거리 50m에서, 두 부유체에 작용하는 등압곡선과 유선을 

나타낸다. X방향의 거리에 따른 조류력 변화를 Fig. 7에 그래프

로 도시하였다. 두 부유체 사이의 이격 거리가 증가 할수록 

LNGC에 작용하는 조류력은 작아지는 반면, FSRU에 작용하는 

조류력은 커지게 된다. 특히 두 부유체 사이의 거리가 50m일 때 

LNGC에 작용하는 조류력은 그림자 효과에 의해 60% 정도 증

가하였다. 이격 거리가 약 150m이상이 되면 두 부유체의 간섭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각각의 조류력 계수는 단독 선체의 값으

로 점차 수렴해감을 알 수 있다.  Fig. 8은 X방향 거리에 따라 

LNGC에 작용하는 등압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격 거리가 멀



어질수록 LNGC 전면에서 받는 압력의 크기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FSRU 선미 쪽에서 발생하는 후류장에 의해 

LNGC 전면의 압력 감소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Fig. 6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s with tandem

configuration (Longitudinal distance 50m)

Fig. 7 X-direction current coefficient in tandem configuration by

change the longitudinal distance

(a) 50m (b) 100m

(c) 150m (d) 200m

Fig. 8 Pressure contours of LNGC with different longitudinal

distance

다음으로 두 부유체의 X방향 떨어진 거리는 100m로 유지하

며, LNGC를 Y방향으로 FSRU 폭의 0.25B, 0.5B를 이동하여 수

치계산 하였다. 이 때 이격거리는 직렬배치 시 통상적인 hawser

에 의한 적하역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Fig. 9는 LNGC가 

0.5B에 위치하였을 때 선체에 작용하는 등압곡선과 유선을 나타

내며, Fig. 10은 Y방향 이격거리에 따른 조류력 변화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LNGC가 FSRU 바로 뒤에 위치한 경우에만 약 

10%정도의 조류력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측면으로 떨어져서 위

치한 경우에는 FSRU의 후류에 의한 영향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알 수 있다. Fig. 11은 측면이동에 따른 LNGC 전면의 등압선도

를 보여준다. 선수 정중앙부분의 압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압력분포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s with tandem

configuration (Transverse distance 0.5B)

Fig. 10 X-direction current coefficient in tandem configuration

by change the transverse distance

(a) 0.25B (b) -0.25B

(c) 0.5B (d) -0.5B

Fig. 11 Pressure contours of LNGC with different transverse 

distance

3.3 직렬배치(2): 풍력

이격거리 100m의 직렬배치 상황에서 20m/s의 풍속장 속의 

FSRU와 LNGC의 상부구조물 주위의 유동장을 수치해석하여 

그림자 효과에 의한 풍력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때 Reynolds 



number는 FSRU ×

, LNGC ×


이며, 바람의 

입사각은 180°이다. Table. 3에는 단독 선체에 작용하는 풍하중

과 직렬배치 상황에서 FSRU와 LNGC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비

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직렬배치일 때 FSRU에 작용하는 풍하중

은 큰 변화가 없으나, LNGC에 작용하는 X방향의 풍하중은 단

독 선체일 때 보다 약 35%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SRU의 후류영역에 LNGC가 놓이면서 상대적으로 풍압을 적

게 받았기 때문이다.  

 

Table 3 Comparison of wind coefficient

Structure Fx[N] Fy[N] CDX CDY

FSRU (only) -287044.139 18104.5543 -0.69 0.010

FSRU (tandem) -277329.354 20772.7069 -0.67 0.012

LNGC (only) -163549.46 668.2957 -0.55 0.000

LNGC (tandem) -105761.649 -5846.2678 -0.35 -0.004

Fig.12에서는 단독 선체의 FSRU와 LNGC에 작용하는 등압곡

선과 유선을 보여주고 있다. 직렬배치일 때 두 부유체에 작용하

는 등압곡선과 유선을 Fig.14에 나타내었고, Fig.13은 YZ평면과 

XY평면에서의 속도 분포를 보여준다. FSRU의 후류장에 LNGC

가 위치함에 따라 유동장 및 압력 특성이 단독일 때와는 달라짐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는 단독 선체와 직렬배치 일 때 

LNGC에 작용하는 등압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LNGC에 작용하는 풍압은 단독으로 있을 때 보다 직렬배치 상

황에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FSRU

(b) LNGC

Fig. 12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s at wind

(a) XZ plane 

(a) XY plane 

Fig. 13 Wind velocity contours 

Fig. 14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s at wind with tandem

configuration 

(a) Single body configuration (b) Tandem configuration

Fig. 15 Pressure contours of LNGC with different configuration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렬배치 상황에서 FSRU과 LNGC에 작용하는 

조류력 및 풍력 특성을 CFD를 이용한 수치계산을 통하여 고찰

하였다. 먼저 FSRU단독 조건의 조류력에 대해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 수치 모델링 및 격자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동 

수치기법을 활용하여 FSRU와 LNGC의 직렬 배치 조건에서 조

류력 및 풍력 특성에 대한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때 조류



력의 경우 FSRU와 LNGC의 이격거리를 달리하며 그 영향을 검

토하였다. 조류력의 경우 FSRU의 후류장에 의해 LNGC의 조류

력이 최대 60%가량 증가하였으며, 전후방향 이격거리에 따라 

두 부유체의 간섭효과의 정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풍력의 경우 

LNGC가 FSRU의 그림자 효과로 인하여 35%가량 항력이 감소

할 수 있음을 수치계산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모형 

시험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FSRU와 LNGC의 다양한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그림자 효과에 

대한 정량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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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용 고정식 지지구조물의 파랑-조류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

김경미
*

․박종천
*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Numerical Simulation of Wave-Current Interaction

with a Fixed Substructure for Offshore Wind Turbine

Kyung-Mi Kim*, Jong-Chun Park*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화석연료의 사

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알려짐에 따라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에너지의 개

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에너지로는 원자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이 중 해상풍력발전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하부구조물에는 크게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지구조물에는 파랑, 바람, 조류 등 다양한 환경 하중이 작용하게 되고, 

손상될 경우 환경오염 및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 중, 파랑은 기초설계나 구

조물 각 부재의 설계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지구조물의 설계시 파랑-조류의 상

호작용에 의한 파랑변형 현상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수치해석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

다(Chen et al., 1998; Park, J.C., 2003; Lin and LI., 2003; Park et al., 2011, )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법을 사용하여 해상풍력

용 고정식 지지구조물의 파랑-조류 상호작용 하에서의 유체력 산정을 목표로 하며, 수치파

랑수조 내에서 파랑과 조류가 공존하는 경우 구조물과의 상호작용을 수치 시뮬레이션 하였

다. 유동장의 수치 시뮬레이션에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FLUENT ver. 13을, 격자 생성에는 

Gridgen ver. 15.17을 사용하였다. 수치파랑수조 내의 수치조파기는 flap type이며, 파랑과 

조류에 관한 선형이론이 부여된다. 또한 반사파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수치조파기의 반대

편에는 격자감쇄(Grid damping)와 수치감쇄(Numerical damping)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였

다. 비압축성 유체의 지배 방정식으로는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Fig. 1 Time history of wave profiles for regular waves with L=1.806m H=0.024m w/     

       and w/o current at Fn=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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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of Inverted cone typ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판탄담․정광진․황반토․양희성․추영준․김동주․신현경(울산대학교)․

이우섭(현대중공업)

A new 5-MW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moored by a spring-tensioned-leg was proposed for 

installation in 50m water depth. Its substructure is a platform of the inverted conical cylinder type 
with massive ballast weight plate at the bottom. A 1:80 scale model was built for the preliminary 
engineering development. The model tests in regular waves were carried out to estimate motion 

characteristics of this platform in the wide tank of the University of Ulsan. Its motions were measured 
respectively.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model test and simulation to verify the design.  The 
proposed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showed a good stability and small amplitude responses in 

waves, wind and operating conditions of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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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SPAR형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운동성능

정광진․판탄담․김정태․김광록․차성이․신현경(울산대학교)․이우섭(현대중공업)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황해에 풍력발전단지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50m 내외의 수심으로 이루어져있어 이 수심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새로운 타입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제안하려고 한다. 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는 

SPAR type의 OC3 Hywind의 변형이며, SPAR type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Platform 최하부에 Ballast 
weight를 사용하였다. 또한, OC3 Hywind와 비슷한 Mass와 Volume을 사용하였다. Mooring line은 1 

Spring Tension Leg(STL)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운동성능은 UOU-FAST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로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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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Barge의 저항 및 조류하중 산정을 위한 점성유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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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ransport barge 예인선, CFD 전산유체역학, Current loads 조류하중, Free surface 자유수면, Scale effect 축적 효과

ABSTRACT: In this paper,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evaluation of current loads acting on a transport barge 

using ANSYS-CFX package. The Navier-Stokes equations are solved to simulate the viscous flow around the transport barge 

with obliquely incoming currents. Viscous flow analysis with  free surface were also carried out for the comparison of current 

load/resistance with and without free surface wave-making phenomenon at some particular incident angles. The scale effect 

having Reynolds number difference and the distinction of laminar and turbulent flows were also examined by comparing the 

hydrodynamic forces. Numerical calcul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estimation of the hydrodynamic forces acting on the model 

and full scale transport barge with vary incident angle and the its results were compared with model test.

1. 서    론 

최근 해상풍력발전 및 심해저 생산 플랜트 설치를 위하여 

예인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에서 이뤄지는 작

업의 경우 파도, 바람, 조류 등의 복합적인 환경하중이 작용하

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성 및 정밀도가 요구된다. 해상 작

업의 안전과 공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해상상태에 따른 예인선에 작용하는 환경하중의 

산정이 필수적이다. 오랜 시간 동안 모형시험 또는 포텐셜 유

동해석을 통해 실선에 작용하는 환경하중을 추정하였으며, 최

근 들어서 수치계산용 컴퓨터와 전산유체역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모형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상용 CF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양구조물 주위의 유동해석 

결과를 설계에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전저항 추정에 있어 박일룡 외(2012)는 뭉뚝한 선형

에 대하여 쇄파(Breaking wave)현상을 고려하여 자유수면을 포

함한 수치해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신현경 외(2012)는 Smart 

harbor crane ship에 작용하는 전저항을 회류수조 실험 결과와 

CFD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프로그램인 ANSYS-CFX를 이용하

여 작업 흘수를 기준으로 유동입사각에 따른 예인선의 하부 

선체에 작용하는 항력계수를 산정 및 비교하였다. 유동의 입사

방향에 따른 항력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36각형

을 이루는 계산 영역을 생성하였으며 전체 유동장에 대하여 

유동의 입사각 0°~ 360°방향에 대해 각각 10°간격으로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박연석 외, 2012)를 바

탕으로 예인선의 하부 선체에 대해 자유수면 유/무에 따른 조

파성분에 의한 항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입사각 0°에 대

하여 자유수면을 포함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중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난류모형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검

토하기 위하여 모형선에 대해 층류와 난류조건에서 각각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서 수행한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축척비에 

의한 축척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50 크기의 모형선과 실선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각 비교하였다. 

2. Transport barge의 제원

본 연구에서는 1/50의 축척비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선과 실선

에 대한 제원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1은 해저설치구조물

을 탑재한 예인선의 전체 형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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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ransport-Barge

Full scale ship Model scal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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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surface Volume of fulid (VOF) method

Table 2 Numerical simulation conditions

Fig. 1 Overview of the transport barge

Vessel
Transport barge

Full scale ship Model scale ship

Dimension

L 76.2 [m] 1.524 [m]

B 24.0 [m] 0.48 [m]

T 3.8 [m] 0.076 [m]

Velocity 2.572 [m/s] 0.364 [m/s]

Reynolds No. 1.75E08 4.95E05

Froude No. 0.094

Table 1 Main particulars of the transport barge

3. 수치해석기법 및 계산조건

3.1 Numerical method

본 연구에서는 예인선에 작용하는 유체하중 및 모멘트 산정

을 위하여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에 기반을 

둔 ANSYS-CFX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점성 유동

장 해석을 위한 난류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동

량 방정식을 포함한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RANS) 

방정식은 직교좌표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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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역 압력 구배에 의한 유동 박리 현

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난류모델은 를 기반

으로 한 Shear-Stress-Transport(SST)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벽 근처 난류 유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법으로 ANSYS- 

CFX에서 제공하는 Automatic near-wall treatment를 적용하였

다. 벽에서 떨어진 첫 번째 격자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무차원 

변수인 는 Reynolds number에 근거하여 50 ~ 1000 사이에 

위치하도록 격자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자유수면을 포착하기 

위하여 VOF(Voulme Of Fluid)기법을 사용하였다. 수치해석 기

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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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OST에서 제공한 CAD data에 근거하였다. 조류 입사각에 따

른 실선과 모형선에 작용하는 조류하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

유수면 유/무에 따른 조파저항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조건에 따른 격자계를 각각 생성하였다. 먼저 전체 유동장의 

경우, 조류의 입사 방향에 따라 0°~ 360°방향에 대해 10도 

간격으로 유체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상 구조물을 중심으

로 외부 경계조건 설정이 수월하도록 유동장의 바깥 경계면을 

36각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지닌 예인선

의 하부선체에 대하여 structured grid system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부선체 주위 및 자유수면 근처에서 유동의 변화를 보

다 잘 포착하기 위하여 선체 주위 및 자유수면 근처의 격자분

포를 조밀하게 구성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 생성 조건 

및 격자수를 Table 3에 정리하였으며 유동해석에 사용된 전체 

도메인, 하부선체 주위 및 자유수면 근처의 격자계를 Fig. 2 ~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2 Mesh topology of the 36 sides polygon domain

Fig. 3 Mesh topology of sub-side of transport barge

Fig. 4 Mesh topology near the free surface

Item
Transport-Barge

Full scale ship Model scale ship

Free
surface w/ w/o w/ w/o

Grid 
system Structured grid system

 1000 50

Number 
of grid 4,231,150 3,610,214 3,204,216 2,668,236

Table 3 Number of grid for numerical simulations

3.3 경계조건의 정의

 유동의 입사각에 따른 예인선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산정

을 위하여 36각형으로 구성된 유동장의 경계조건을 설정

하였다. 먼저, 입구의 경계조건으로써 입사각에 따른 유동 방

향을 정의하기 위하여 속도를 직접 정의해 주는 Cartesian 

Velocity component를 사용하였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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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모형의 

경우 수면에서의 경계조건은 점착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칭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자유수면을 포함한 유동해석의 

경우 유체의 유출/입이 가능한 opening 조건을 부여하였

다. Inlet과 outlet 사이의 입사류와 평행한 측벽에는 계산

의 편의를 위하여 free-slip 조건을 부여하였다.

3.4 투영면적 (Projection area)

 유체하중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흘수를 기준으로 예인선의 

하부에 대한 투영면적을 산정하였다. 예인선의 하부선체를 정

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투영면적을 A(x)로 정의하였고 측면에

서 바라보았을 때의 투영면적을 A(y)로 정의하였다. 예인선의 

하부 선체에 대한 투영면적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A(x): Frontal 

projection area

A(y): Lateral 

projection area

Full scale ship 91.2 [m2] 289.56 [m2]

Model scale ship 0.037 [m2] 0.116 [m2]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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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의 입사각도에 대하여 Front로 정의된 부분에서 Back 

방향으로 들어오는 유동을 입사각 0도로 정의하였으며, 반시계

방향(Z축의 회전방향)을 따라 입사각이 10도씩 증가하도록 정

의하였다. 조류의 입사방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Incident angle of current for transport-Barge(Bird 

eyes view)

5. 수치해석 결과 및 해석

5.1 자유수면 유/무에 따른 항력 변화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파성분에 의한 항력의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해 조류 입사각 0도에 대하여 자유수면 유/무에 따른 

조류하중을 산정하였다. 모형선과 실선에서 나타나는 조파성분

에 의한 항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각각의 하부선체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예인선의 하부선체에 작용하는 전저항을 pressure force(점성

압력저항과 조파저항의 합)와 friction force(표면 마찰력)로 분

리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전저항을 무차원화 하여 비교하

였다. 유동해석 결과를 정리한 Table 5를 살펴보면, 실선의 경

우 자유수면을 포함하였을 때 pressure force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모형선의 경우, 자유수면 유/무에 따른 

pressure force 또는 friction force의 증감이 매우 미미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실선과 모형선에 대한 전저항계수의 변화를 살

펴보면 조파성분에 의한 항력의 증감은 매우 미소하다고 보여

진다. 이처럼 조파성분에 의한 항력의 증감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Froude 수와 예인선의 얕은 

흘수로 인한 협소한 입사면적 그리고 선수부의 입사면을 지나

서 나타나는 유선형 형상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Fig. 6은 실선에서의 자유수면 유/무에 따른 선수부와 선체 

하부에서의 압력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6을 살펴보면 자유수

면 유/무에 따른 압력의 변화는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은 모형선의 선수부와 선미부에서의 자유수면 유/무에 

따른 압력 및 유선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Fig. 7을 살펴보면 선

수미부의 압력의 유선의 변화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Item
Transport-Barge

Full scale ship Model scale ship

Free
surface w/ w/o w/ w/o

Velocity 2.572 [m/s] 0.364 [m/s]

Pressure
force 23725 18055 0.18 0.19

Friction
force 15339 16323 0.30 0.31

Total
force 39064 34378 0.48 0.50


 0.129 0.114 0.196 0.204

Table 5 Results of the numerical simulations

(a) Bow

(b) Bottom

Fig. 6 Comparison of the Cp contour (Full scale ship)



(a) Bow

(b) Stern

Fig. 7 Comparison of Cp contour and streamline (Model 

scale ship)

5.2 난류모형에 따른 항력 변화 비교

앞 절에서 자유수면 유/무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난류모형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KIOST)에서 수행한 예인선의 모형시험 결과와 수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6은 모형선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와 모형시험의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6을 살펴보면 모형

시험 결과보다 수치해석에 의한 전저항 값이 보다 작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 

스케일 변화에 따른 Reynolds 수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일

정한 축척비를 통해 실선에서 모형선으로 축소하는 경우 상대

적으로 Reynolds 수가 줄어들게 된다. Fig. 8에 도시된 

Schoenherr 곡선을 기준으로 모형선의 해당 Reynolds 수를 살

펴보면 약 ×
으로써 타원으로 표기된 영역에 해당하며 

이는 난류유동과 층류유동의 사이영역인 천이영역(transition 

region)에 해당하는 Reynolds 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난류모형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중

모형에 대하여 유동입사각에 따른   SST 난류모델과 층

류 모델에서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9는 조류입사각에 따른 x축 방향 항력의 변화를 보여준

다.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시험의 경우 해당 Reynolds수

가 천이영역에 해당하지만 그 결과 값이 난류와 층류유동의 

사이에 나타나진 않는다. 이는 조류입사각에 따라 난류 유동과 

층류유동의 유동박리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항력

의 변화로 생각되어지며 정확한 예측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Fig. 10은 조류입사각에 따른 y축 방향 항력계수의 변화를 보

여준다. y축 방향 항력계수의 경우 난류모형에 따른 항력의 변

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y축 방향에서 예인선의 하

부선체를 바라보면 비교적 뭉뚝한 형상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선체의 폭이 수선간 길이에 비해 짧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난류유동이나 층류유동에서 발생하는 유동

박리점이 일정하게 나타나며 항력의 변화에는 크게 영향이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조류입사각 90도 근

방에서 난류모형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는 유사한 반면에 모형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 값은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모형선 예인 

시 발생하는 횡경사(heeling)에 의한 효과로 생각되어지며 추후 

기울어진 선체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Fig. 11은 조류입사각에 따른 yaw-모멘트의 변화를 도시

하였다. 모멘트의 경우 난류모형에 따른 모멘트의 변화는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모형시험 결과와도 유사한 값이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2는 난류모형에 따른 압력 및 

유선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12를 살펴보면 점성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선수부에서는 유선의 변화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동이 선미부로 갈수록 층류모델을 

적용한 선체 표면에서 심한 유동박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층류유동의 경우 급격한 속도 구배로 인하여 

난류에 비해 유동박리점이 선미의 앞부분에서 생성되는 반면 

선미부에서는 압력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더 큰 

저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tem
Transport-Barge

Model scale ship

Free
surface w/ w/o Exp.

Velocity 0.364 [m/s]

Total
force 0.48 0.50 0.55


 0.191 0.199 0.223

Table 6 Comparison of the total resistance coefficient

Fig. 8 Friction resistance coefficient of the flat plate 

(Schoenherr curve)



Fig. 9 Comparison of the x-direction current load 

coefficient by turbulent models

Fig. 10 Comparison of the y-direction current load 

coefficient by turbulent models

Fig. 11 Comparison of the z-axial current moments 

coefficient by turbulent models

(a) Bow

(b) Stern

Fig. 12 Cp contour and streamline (Model scale ship, Left: 

turbulent flow, Right: Laminar flow)

5.3 모형선-실선에 작용하는 항력 산정 및 비교

마지막으로 축척비에 의한 항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난류 조건에서 조류입사각에 따른 모형선과 실선에 작용하는 

항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Fig. 13은 조류입사각에 따른 x축방

향 힘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13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형

선 보다 실선에서 더 작은 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유동측면에서 실선의 경우 모형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선체 표면을 지나게 되며 이로 인해 점성경계층이 

충분히 발달하고 선미 근처에서 유동박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

러나 모형선의 경우 점성경계층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유동

이 선미에 도달하게 되면서 실선에 비해 빨리 역 압력 구배가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한 유동박리현상으로 인해 항력이 증가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점성의 효과로 인해 모형선 보다 실선

에서 더 작은 항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Fig. 14는 y축 방향 힘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Y축 방향 힘의 

경우 모형선이나 실선의 경우 유동박리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y축 방향 힘 계수는 매우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앞 절에서 언급

한 바와 마찬가지로 같이 90도 근방에서는 예인 시 발생하는 

횡경사로 인하여 좀 더 작은 값이 추정된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Fig. 15는 yaw-모멘트의 변화를 보여준다. Yaw-모멘트의 경

우 합력에 의해 발생하는 z축 모멘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13 Comparison of the x-direction current loads 

coefficient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ig. 14 Comparison of the y-direction current loads 

coefficient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ig. 15 Comparison of the z-axial current moments 

coefficient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5. 결    언   

본 연구에서는 상용 CFD 프로그램인 ANSYS-CFX를 이용하

여 작업 흘수를 기준으로 유동입사각에 따른 예인선의 하부 

선체에 대하여 항력계수 산정 및 비교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선과 모형선에 대하여 조류입사각 0도를 기준으로 자유

수면 유/무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수치해석에 

적용된 예인선은 비교적 낮은 Froude 수를 가지며, 이처럼 낮

은 Froude 수에서는 자유수면 유/무에 따른 조파성분에 의한 

항력의 변화는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난류모형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층류유동

(Laminar flow)과 난류유동(Turbulent flow)에서의 입사각도에 

따른 유동박리가 발생하는 지점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

한 항력계수의 예측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모형선과 실선의 스케일 변화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비교

하였을 때 점성경계층의 두께 차이로 말미암아 모형선에 비해 

실선에서 보다 작은 항력계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모형선 및 실선에 작용하는 

항력산정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실선에 작용

하는 전저항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수치해석을 

통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중인 지식경제부 과제 

“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기술 개발”과제의 지

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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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spect ratio of the ellipsoidal cross section of a vortex generation cylinder wa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for 
1

st energy transformation efficiency of vortex-induced vibration energy extraction device (VIVEED). While the previous study was 
performed on a circular cross section cylind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about VIV energy devices on the ellipsoidal cross section 

cylinder.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performed for a reciprocal-translational-motion VIVEED. The reduced velocity and electrical 
resistance were also used as the experimental variables. The energy efficiency for ellipsoidal cross section was best at 0.44 of aspect ratio 
(width/length, b/a), and better at 0.3 ~ 0.5 of aspect ratio. It was verified that the efficiency of elliptic cross section was the much 

better than the circular one, and the energy efficiency at 0.44 of aspect ratio was best.

1. 서    론 

 

1940년에 발생된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현수교 붕괴사고 원

인이 바람에 의한 와유기진동(Vortex-induced vibration) 공진현

상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 이후 교량, 전선, 열교환기, 라이저, 

해양플랫폼 등의 설계시 이러한 와유기진동의 효과를 경감하거

나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Bernitsas 등(2006)은 이러한 와유기진동에 대해 기존의 발상

을 전환하여, 억제가 아닌 이용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추출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유체 유동에 의해 스프링으로 탄성지

지된 실린더가 유동의 수직방향(Cross-flow direction)으로 발생

된 변동양력으로 병진운동하게 되고, 실린더와 스프링의 공진주

파수 근처에서 위상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실린더는 큰 진폭의 

주기운동을 한다. 이러한 실린더의 운동부에 발전장치를 연결하

여 유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추출하는 장치를 제안하고 실험

을 통해 검증하였다.

Bernitsas 등(2006)과 홍섭(2010) 등은 와유기진동발전기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Bernitsas (2005)가 제안한 특허

에서 타원형을 비롯한 기타 다른 형태의 단면 또는 실린더를 제

안하였으나, 실험적 이론적 검증에 의한 결과가 아닌 단순한 아

이디어 차원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되어 왔던 원형단

면보다 타원형단면 와유기진동실린더의 VIV발전장치의 효율이 

더 우수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것의 검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원형 단면에 비해 수직방향으로 길이가 더 긴 타원형 단

면은 수직방향운동의 유체역학적 감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와류강도가 원형에 비해 적절한 타원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서 착안하였다. 

본 연구는 타원형단면이 원형단면에 비해 1차변환 효율이 우

수할 것이라는 가정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한편, 타원단면의 높이 대비 폭의 비를 aspect ratio(AR, 

b/a)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AR가 1.0이 되는 원형과 AR이 거

의 0가 되는  유동방향에 대해 세워진 판 사이의 다양한 AR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여 최적 AR과 그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2.1 실험변수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AR()은 장축길이()에 대한 단축길이()의 

비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한편, 타원 높이를 대표길이로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는 가 1 보다 적은 경우만을 실험의 대상으로 하였고, 이런 경

우 높이쪽 축이 항상 장축이 된다. 전체 높이는 항상 장축길이

의 2배가 되며, 본 연구에서의 대표길이로 선정하였다. 


 (2)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이러한 대표길이를 이용하여 reduced velocity를 정의하였다. 




⋅

∞

⋅

∞
(3)

여기서,
∞
는 정상상태에서 자유유동장속도 

∞
의 시간동

안의 평균유속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4)

또한, 는 와유기발전장치의 정수고유진동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왕복병진형 VIV발전실험장치에서 와유기진동

실린더의 단면형상비를 변경하면서 1차변환효율을 계측하였다. 

관련된 실험변수는 다음과 같다.

- 타원단면형상비 : 0.17, 0.25, 0.33, 0.39, 0.44, 0.5, 0.67

- Reduced velocity : 2 ~ 20

- 전기저항 : 0~1000 Ω

여기서, Reduced velocity는 정상상태 평균유속 ∞의 조절을 

통해 변경하였으며, 적절한 전기부하에서 에너지 변환효율이 최

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2 실험 응답

실험 성능 응답은 1차변환효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5)

여기서, 은 1차변환된 기계동력을 나타내며, 

는 유입된 

유체유동동력을 나타낸다. 

는 효율이 100%가 될 때의 동력, 

즉, 최대한으로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유체인입동력은 와유기진동실린더의 운동범위로 인입되는 유

체동력으로 정의하였다. Bernitsas 등(2006)은 대표직경으로 투

영면적을 정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투영면적을 운동범위 전

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6)

여기서, 

는 시간 동안의 평균운동진폭을 나타낸다. 다만, 

주어진 장치에 대해 운동 크기와 관계없이 유체유동동력은 최대

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진폭이 
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7)

다만, 본 연구에서는 운동최대범위를 정의할 만큼의 발전시스

템의 운동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관계로 유체유동동력을 식(6)의 

투영면적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




 (8)

1차변환 동력()은 전기발전기와 와유기진동실린더 사이에 

편한 위치에서 계측할 수 있다. 병진과 회전운동 모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9)

여기서, 는 와유기진동실린더에 가해진 힘, 는 와유

기진동실린더의 운동속도, 는 회전운동으로 변환된 이후의 

토오크, 는 회전운동속도 등을 나타낸다. 

주어진 AR에 맞도록 제작 설치된 와유기진동실린더에 대해 

여러 실험조건에서 가장 높은 1차효율을 그 단면형상비에 대해 

대표효율()로 정의한다. 한편, 이러한 대표효율을 비교하여 

최적 AR을 찾도록 한다.

  :   ,    (10)

여기서, 는 부하저항의 순서를, 는 Reduced velocity의 순서

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3. 실험 장치

Fig. 1은 실험장치의 3차원 도면이다. 본 실험장치는 1차 변환

부, Scotch-Yoke동력전달기구, 2차 변환부, 계측부, 구조프레임, 

예인전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차 변환부의 와유기진동을 

통해 유체유동동력이 기계운동동력으로 변환되게 하고, 이것을 

2차 변환부로 Scotch-Yoke동력전달기구를 통해 전달하고, 영구

자석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고 전기저항을 사용하여 열

로 변환하면서 전체시스템에 부하로 작용한다. 예인전차를 통해 

와유기진동을 위한 상대유속을 발생시킨다. 한편, 예인전차의 

속도를 엔코더로 계측하여 유동동력을 계측하고, 발전기축의 회

전속도와 토오크를 통해 기계운동동력를 얻고, 전기저항에 흐르

는 전류와 전압강하를 계측하여 전기동력을 구한다. 

Fig. 1 3D drawing of reciprocal-translation-motion experiment 

setup 



4. 정수중 자유감쇠실험 

자유감쇠 실험을 통해 수중 고유진동수와 기계 및 정수중 유

체감쇠계수를 계측하여, Reduced velocity을 구하고 AR에 따른 

1차변환효율의 차이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정수중 Step응답을 통해 자유감쇠 운동응답을 계측하였다. 이

를 통해 타원형(AR, 90:15)와 원형(AR, 90:90)에 대한 선형모델

의 감쇠계수를 Fig. 2와 Fig. 3에서 계측하였다. 원형단면의 감쇠

계수가 타원형에 비해 5.7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Table 1).

한편, Fig. 2와 Fig. 3으로부터 와유기진동 실린더의 운동각도

가 클 경우(high amplitude), 와유기진동실린더의 유체감쇠로 

인해 감쇠계수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동각도가 

작은 경우(low amplitude), 기계부 윤활부분에서 발생하는 기계

부 감쇠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운동각도 5~20도 정

도에서 최소 감쇠계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0.02

0.04

0.06

0.08

0.1

0.12

0.14

0.16

0.18
VE11-TRANS-WDP-0-0000-ELL-090-015-365-37560-9999-1

CF Motion [m]

D
a
m

p
in

g
 r

a
ti
o
 [
-]

Fig. 2 Damping ratio from free decay test of 

ellipsoidal cross section cylinder(AR,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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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mping ratio from free decay test of circular 

cross section cylinder(AR, 90:90)

Table 1은 30도에서의 감쇠계수를 타원형 단면의 AR에 따라 

고유진동수와 감쇠계수를 정리한 것과 실험결과를 동시에 나타

내었다. 이때의 고유진동수는 0.77 ~ 0.86 Hz 이다. 단면형상비

가 작을수록 감쇠계수가 감소하므로 와유기진동의 1차효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a
[mm]

b
[mm]

AR
(b/a)

수중고유
진동수

1)
, 

[Hz]

감쇠
계수

2)

최대
효율 
UR

최대
효율 
전기
저항

최대
효율
[%]

90

15 0.167 0.806 0.028 - - 0

22.5 0.250 0.862 0.034 6.23 30 14

30 0.333 0.835 0.035 5.98 10 19

30 0.333 0.859 0.035 6.18 10 21

35 0.389 0.871 0.036 5.77 1 23

40 0.444 0.859 0.037 6.64 1 24

45 0.500 0.861 0.038 6.65 1 21

60 0.667 0.780 0.070 6.68 0 16

90 1.000 0.770 0.160 6.46 0 8

Table 1 Results of free decay test and main test of 

ellipsoidal cross section cylinder

    1) 운동각도 30도에서의 고유진동수

    2) 운동각도 30도에서의 감쇠계수

5. 실험결과

Table 1은 정수중 자유감쇠실험과 본 실험의 결과를 함께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AR에 대한 대표효율 관련 결과는 

Fig. 4에  그래프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단면형상비가 가장 낮은 

형상(AR=0.167)에서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계측

이 되지 않았다. 또한, AR이 1.0인 원의 경우에 비해 단면형상비 

0.444에서 3배의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R이 0.333(1/3)에서 

0.500(1/2)사이에서 높은 에너지추출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자유감쇠실험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따라서 AR이 

0.5이하에서는 정수중 감쇠계수가 0.05 이하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AR이 0.05에서 AR이 1.0에 비해 효율이 좋은 것은 운

동방향에 대한 감쇠계수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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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iciency and damping ratio at 30 deg motion 

amplitude of free decay test with respect to aspect 

ratio of ellipsoidal cross section



Reduced velocity와 전기저항의 1차변환효율에 대한 영향도를 

보여주기 위해 대표적으로 Fig. 5에 AR이 0.44인 경우의 1차변

환효율을 나타내었다. Reduce velocity 5 ~ 8사이에서 1차 변환

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다른 AR에서의 결과도 거의 동일

하여 1차효율이 높은 Reduced velocity의 범위는 AR과는 특별

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단면형상비 0.333 ~ 0.500사이에서 유의미한 높은 효율이 

관찰되었다. 저항이 비교적 작은 (전기 부하가 큰) 곳에서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AR이 0.44의 경우 전기저항 1 Ω에서 최고

의 효율을 나타내었다.

Fig. 6은 Fig. 5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진폭비를 나타낸 것임. 

한편, 진폭비는 최적효율을 나타낸 전기저항보다 높은(전기부하

가 상대적으로 낮은) 50 Ω에서 3.1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  Ω에서는 진폭비가 1.9정도로 관찰되었다. 이에, 식 (9)에서의 

1차변환동력이 토오크와 회전속도로 정의된 것과 같이 적절한 

운동에서 적절한 토오크가 발생되어야 동력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Fig. 5 Mechanical efficiency with respect to 

reduced velocity for ellipsoidal cross 

section (2a = 90 mm, 2b = 40 mm)

Fig. 6 Amplitude ratio with respect to reduced 

velocity for ellipsoidal cross section (2a = 

90mm, 2b = 40mm)

  5. 결    론   

타원형단면이 와유기진동발전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

는 변수임을 검증하고, 최적의 타원형 단면형상비(AR)를 찾기 

위해 본 실험을 다음의 조건하에서 수행하였다. 

- 예인실험을 통해 상대유속을 발생시켰다. 

- Reduced velocity가 2 ~ 20의 범위 실험을 수행하였다. 

- 전기저항은 0 ~ 1000 Ω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절하였다.

- 타원형 실린더 단면의 AR는 0.17 ~ 1.0 이었다.

- 수중 고유진동수가 0.77 ~ 0.87 Hz정도가 되도록 스프링과 

웨이트를 조절함.

- 실린더의 운동범위를 고려하여 수동력을 계산하였다.

- 최대효율 발생시 Reduced velocity는 6.0 ~ 6.7 이었으며, 평

균 6.3이었다. 이때의 Reynolds수는 3.8×10
4~4.4×104

이었으며, 평

균 4.1×104
이었다.

이상의 실험연구를 통해 아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와유기진동발전시의 원형단면보다는 타원형이 보다 높은 효

율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타원형 단면형상은 AR 0.3 ~ 0.5범위에서 와유기진동발전 

성능이 우수하고, AR 0.4 정도가 최적단면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최적단면형상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와류강도 및 압력장의 변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실용적인 Reynolds수의 범위(1.0x10
6
이상)에 대한 실험적 연

구 및 적용성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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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파 분석을 통한 부유체 운동 예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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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for the motion response to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is crucial for safe navigation and their dynamic stability. 
Analyzing motion response of floating bodies by wave spectrum and Response Amplitude Operator (RAO) is the general motion response 
analyzing method. Since the spectrum analyzing method only represents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motion response, it is hard to 

demonstrate nonlinear motion response to floating bodies. In this research, estimating the motion response of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in the 
direction of ocean wave is performed by time trace analysis from observed wave surface information.

1. 서    론 

 

해상 물동량 증가 및 심해 에너지자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

에 따라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수가 증가 하였다. 해양 부유체

의 경우 육상 구조물과는 달리 파랑 및 바람과 같은 환경하중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거주 인원과 구조물의 안전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환경하중이 부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해양환경하중에 의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운동에 관한 

연구는 조선해양 분야의 주요한 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 부유체

의 운동 특성은 파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파랑에 

의한 부유체 운동에 관한 연구는 안전한 항해와 동적 안전성 확

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일반적인 운동해석 방법은 파랑스

펙트럼(Wave spectrum)과 부유체의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 연산을 통한 부유체 운동스펙트럼을 계산하여 평가하

는 방법이다. 이러한 스펙트럼 해석방법은 통계적 특성에 기반

을 둔 해석 방법으로 실제 운동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통계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부유체 운

동을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해수면 정보를 분석하여 파의 진행방향

에 부유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관측된 실 해역 해수면 정보를 Tikhonov 정규

화 방법을 이용한 파랑전파 기법을 통하여 부유체에 도달하는 

해수면을 예측하였다.(Kwon et al., 2006; Tikhonov, 1963). 예측

된 해수면 정보 및 부유체 RAO 정보를 사용하여 시간영역 운

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파 진행방향에 위

치한 부유체의 거동을 예측하였다.(Cummins, 1962; Kashiwagi, 

2000; Lee, 2008; Mei et al., 2005). 

2. Wave Propagation Model

 

이상유체, 비회전성 유체 그리고 선형 파 이론을 가정하였을 

때, 파 변위는 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파고, 는 파진동수 그리고 는 파수를 나타낸다. 

선형파 이론을 가정하여 파 변위는 적분 형식으로 중첩되어 식 

(2)의 형태로 표현된다.

 
∞

∞


          (2)

만약 파 스펙트럼을 미리 알 경우에는 공간, 시간상의 임의의 

점에 대한 파고를 식 (2)를 통하여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나 파 

스펙트럼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에도 식 (2)를 해석적으로 평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파의 분산성관계가 

식(3)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이다.(Kw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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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tanh         (3)

여기서 는 물 깊이를 나타낸다.

식 (2)로 표현되는 파 변위를 계측지점에서의 값으로 이산화 

하게 되면 식 (4)와 같은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 

  
 



 cos         (4)

여기서 는 계측 지점의 좌표를 나타낸다.

계측지점에서 시간 변화에 측정된 파고의 형태를 각각의 시간

에 leo해 나타내면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cos
  

 



 cos
⋮

  
 



 cos

        (5)

식 (5)를 matrix 형태로 표현하면, 식 (6)과 같다.

                                                 (6)

여기서  , 는 파 스펙트럼과 파 변위의 열벡터를 나타내고, 

는 스펙트럼과 변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3. Regularization of Wave Propagation Model

식 (6)의 최소자승법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쓰여 질 수 있다.

            (7)

여기서  는 행렬 의 전치 행렬을 나타낸다. 대개  는 

역행렬을 가지므로 식 (7)은 역행렬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

다. 그러나 불량조건의 문제에서 식 (7)은 대개의 경우 불안하

다. 의 작은 변화가 에 큰 오차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불안한 거동을 줄이기 위해 매개 변수 를 도입하여 식 (7)은 

다음의 식 (8)과 같이 표현한다. 

             (8)

여기서  는 단위행렬을 나타낸다. 식 (8)에 나타난 정규화 된 

시스템과 해를 Tikhonov 정규화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매개 변수 를 구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L-Curve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 변수 를 변수로 하는  , 를 

식 (9)와 (10)으로 각각 정의한다.(Calvettia et al., 2000; Hanke, 

1996) 

  log∥∥         (9)

  log∥∥                       (10)

또한 식 (8)에서 는 식 (11)과 같이 표현된다.

   

                       (11)

 

식 (11)을 식 (9)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는 식 (12)와 같이 

쓸 수 있다. 

  log∥  ∥         (12)

식 (10)과 (12)의  , 을 이용하여 가로축은 축으

로, 세로축은 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 보면 Fig. 1과 같

은 형태를 나타낸다.

Fig. 1 L-Curve

Fig. 1에서 각 지점에서의 곡률( )을 식 (13)을 이용하여 구하

고, 최대 곡률을 가지는 를 매개 변수로 선택하는 방법이 

L-Curve에 의한 매개 변수 선택 방법이다. 

 
′  ′
′″ ′′′

                           (13)

파랑 전파에 대한 수치 알고리즘은 Fig. 2와 같다. Flow Chart

에서와 같이 계측 지점에서 계측된 정보를 이용하여 파 스펙트

럼 벡터를 구한다. 목표지점에서의 스펙트럼과 변위의 관계 행

렬을 구성하여 목표지점에서의 파 변위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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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erical Algorithm of Tikhonov regularization scheme 

4. Time Domain Analysis

시간 영역에서 부유체의 운동 해석을 위해서는, 주파수 영역

에서 계산된 Added mass, Radiation damping, Wave exciting 

force 등의 유체력 계수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V 운동

해석 프로그램인 HydroStar V6을 사용하여 유체력 계수들을 구

하였다. Cummins's Approach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구

해진 유체력 계수들과 시간 영역에서의 힘의 상관관계를 적용하

였다.(Cummins, 1962; Lee, 2008).

시간영역에서 부유체에 작용하는 radiation potential force는 

식 (14)와 같이 표현된다.   

 
∞

∞



         (14)

여기서  ∞는 무한 주파수에서의 부가 질량을 나타내고,  

는 지연 함수(retardation function) 또는 시간 기억 함수

(time memory function)을 나타낸다. Convolution 적분 부분에

서 시간  이전의 부유체의 운동으로 야기된 파랑에 의한 힘을 

표현하고 있다. 

 ∞와 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유체력 계수와의 관계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cos                 (15)

여기서 는 주파수 영역에서 구한 Radiation damping 계

수를 나타낸다. 식 (15)와 같이 는 을 푸리에 역변환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반대로 은 을 푸리에 변환하여 구

할 수 있다.     

무한 주파수에서의 부가 질량은 식 (16)에 의해 구해진다.

 ∞ ∞


∞


sin

                 (16)

여기서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된 부유체의 부가질량을 

나타낸다.

시간 영역에서 부유체의 운동 방정식은 식 (17)과 같이 구성 

된다.

                            (17)

여기서 는 Wave exciting force를 나태내고,  

Hydrostatic restoring force를 나타낸다. 또한 는 기타 외력

을 나타낸다.

Hydrostatic restoring force는 다음과 같이 Hydrostatic 

restoring stiffness matrix와 변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18)

  

입사파 및 Diffraction potential에 의한 Wave exciting force는 

다음과 같다.

  
 




                            (19)

여기서 는 j번째 wave frequency에 대한 파고를 는 

Liner Transfer Function을 나타낸다.

부유체에 Radiation potential, Hydrostatic restoring, Wave 

exciting force만 작용 할 때 식 (17)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 




  

 
 




  

      (20)

5. Motion Simulation

시간 영역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5,200 TEU Container 선의 

시간 영역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Fig. 3은 시뮬레이션

에 사용된 선박을 나타내며, 재원은 Table 1과 같다.   

  

Fig. 3 5,200 TEU Container Ship



 (a) Heave                                 (b) Roll                                 (c) Pitch
                                                        

Fig. 4 Motion Time Series; Wave Frequency - 0.4910 rad/s, Wave Heading - 45°

Table 1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Container Ship 

Designation Unit Ship

Lpp  271.7

Breadth  40.3

Draft  12.58

Displacement  78,660

LCG (From Midship)  -4.58

KG  11.67

Kxx  14.95

Kyy  58.38

Kzz  59.07

Wave frequency = 0.4910 rad/sec, 입사각도 45°인  규칙파가 

입사 시에 대한 Heave, Roll, Pitch 운동의 시계열을 Fig. 4에 도

시하였다. 시계열에서 같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모든 운동이 규

칙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운동이 완전한 규칙 운동

을 하는 시간(100초) 이후의 값을 통계 해석하였다. 규칙파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통계 해석하여 Heave, Roll, Pitch RAO을 Fig. 6 

~ Fig. 8에서 각각 비교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시간 영역에서 

계산된 RAO 값과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된 RAO 값이 모든 경

우에 대하여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4 JONSWAP Spectrum

불규칙파 시뮬레이션은 Fig. 5와 같은 JONSWAY Spectrum을 

이용하여 파를 생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9에서 

생성된 불규칙파의 시계열 및 주파수 영역 및 시간 영역에서의 

Spectral Density Function을 비교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주파

수 영역과 시간 영역의 Spectral Density Function이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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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ading = 45°                      (b) Heading = 90°                      (c) Heading = 135°
                                                        

Fig. 6 Comparing the Heave RAO of Frequency Domain and Tim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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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ng the Roll RAO of Frequency Domain and Tim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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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ng the Pitch RAO of Frequency Domain and Time Domain.

       (a) Time Series                                     (b) Spectral Density Function
                                                        

Fig. 9 Time Series and Spectral Density Function of Roll(Heading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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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uid impacts acting on the KC-1 type LNG-FPSO 
insulation system and structural responses of that. The pressure and strain are measured at three point of the insulation system. 
The drop height and number of repetition are varied. It was shown that pressure and strain are increased as drop height increases. 

The deadrise angle is 0° and 4°. The pressure is shown to be higher when the deadrise angle is 4° than 0°.  The impact pressure 
closed to membrane center is affected by the air pocket in case of 0°.

1. 서    론 

청정 에너지인 액화 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LNG)를 

수송하는 선박은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LNG 운반선은 육상의 구조물과는 

달리 파랑에 의한 운동으로 인하여 화물창 내에는 슬래밍이나 슬

로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며, 그 결과 화물창 내의 보냉 시스템

에 큰 충격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충격 하중은 특히 만재되

지 않은 화물창 내에는 심각한 구조 손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에 작용하는 유체력은 그 현상

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이론적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러므로 화물창 구조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동적 효

과가 고려된 실험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박준수 등(2009), J.Y. Ch

ung 등(2006), B.J. Noh.(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유체 충격에 의한 LNG 운반선 보냉 시스

템의 구조 부재 거동 특성을 시리즈 실험을 통하여 정리 분석하

고, 획득 결과를 바탕으로 고효율 고정도 비선형 수치해석에 적

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함과 새로운 LNG 운반선 보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로운 개념의 한국형 KC-1 type을 대상으로 주요 강도 평가를 실

험적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자유 낙하식 유체 충격 장비

를 사용하여 실제 사이즈의 보냉 시스템의 일부분에 작용하는 유

체력과 구조적 거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여러 유체 충격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시험체의 입수각을 달리하였다.   

2. 실    험

부산대학교 유체충격 연구동에 설치된 large scale wet drop tes

t rig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이 장비는 실제 LNG 선박의 탱

크 내부의 유체 충격을 모사하기 위한 것이다. 장치의 크기는 2.5

×2.5×8.3m(가로×세로×높이)이며, 최대 낙하 높이는 입수각 15°를 

기준으로 4m이다. 4개의 주 기중에는 시험체가 수직으로 마찰없

이 자유 낙하할 수 있도록 LM 가이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실험 장치 하부에는 5.0×5.0×3.0m(가로×세로×높이)의 콘크

리트 수조가 있다. 이러한 수조는 유체 충격시 수조벽에 의한 반

사파의 영향 및 secondary wave의 영향을 고려한 크기이다. 

Figure 1 Large scale wet drop test rig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Specimen
Dimension

L×B×H(mm)

Weight

(kg)

Weight(including jig)

(kg)

Pressure 0deg 1,655×1,655×500 1,093 1,217

Repeat 0deg 1,655×1,655×500 1,092 1,216

Pressure 4deg 1,655×1,655×500 1094 1218

Repeat 4deg 1,655×1,655×500 1,094 1,218

Table 1 Dimension and weight of specimens

모든 시험체는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외관은 

동일한 치수이고, 하우징(housing)에는 실물 insulation panel(R-P

UF)이 삽입되고 외부는 corrugation membrane이 용접되어 있다. 

각 시험체의 치수 및 지그를 포함한 전체 낙하 무게는 Table 1과 

같다. 또한 시험체 하우징의 경우 두께 10mm의 연강판으로 하우

징을 구성하고 내부에는 무게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8mm의 강판

을 격자형(grillage)으로 보강하였다. insulation panel의 경우, 마

스틱의 도포가 끝난 후 삽입되었으며, 1065×560×270mm(4 panel

s)과 anchor가 삽입되는 500×500×270mm(1 panel)로 구성된다.   

하우징과 insulation panel이 접촉하는 4변에는 앵글형의 STS 304

L을 삽입하고 그 사이에는 용접시 insulation panel이 불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thermal protector를 부착하였다. 마지막으로 

corrugation membrane sheet를 TIG 용접으로 하우징과 수밀되게 

부착시켰다. Membrane의 재질은 초저온용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리스(STS 304L)이며, 두께는 1.5mm의 박판이다. Corrugation 

membrane은 primary와 secondary로 2장으로 구성되며, 그 사이

에는 plywood가 삽입된다. 최종적으로 실험에 사용된 시험체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유체 충격시 시험체에 작용하는 압력과 시험체의 구조적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력게이지와 스트레인 게이지가 각각 사용되었

다. 데이터 취득 시스템의 경우 유체 충격시 압력을 계측하기 위

한 압력 게이지와 corrugation의 변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strai

n gauge 및 이러한 신호를 처리하는 amplifier 및 입력 신호를 

분석하는 컴퓨터로 구성된다. KYOWA EDS-400A가 amplifier로 

사용되었으며, 20kHz의 Sampling rate로 압력 크기와 변형률

의 크기를 계측하였다. 압력게이지는 KYOWA의 스트레인 게

이지 방식의 PS-50KAM536을 이용하였으며, 최대 허용 계측 압

력은 50bar이다.

(a) Amplifier (b) Pressure gauge

Figure 3 Components of data acquisition system

Figure 2 View of KC-1 Corrugation membrane specimen

 각 장비에 대한 제원을 Table 2-3에 나타내었다. 압력게이지의 

경우 jet flow의 방향으로 수면과 접하는 membrane sheet 표면의 

3 지점(P1～P3)에 부착하였다. Strain 게이지는 jet flow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S1, S2와 membrane 성형시 두께의 변화로 얇게 

되는 S3 지점이 부착하였다. 

실험 조건은 Table 4와 같다. 낙하 높이를 변화시키는 실험과 

또한 동일한 높이에서 반복 wet drop 하여 membrane 및 부재의 

변형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낙하 높이(3.0m)를 고정하고 반복 실

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 Specification of amplifier

Items Unit Value

 Sampling frequency Hz 1～100kHz(16steps)

 Voltage range Volt ±20

 Resolution Bits 16

 Data storage MB
Compact flash memory 

card(128MB to 1GB)

 Temperature range ℃ 0～50

Table 3 Specification of pressure gauge

Items Unit Value

 Range bar 0～50

 Safe temperature range ℃ -20～70

 Dimension

 (diameter×thickness)
mm 6×2 

 Weight g 0.5±20%

 Nonlinearity % ±1 RO

Table 4 Test cases and repetition

Model           

Pressure 0deg 2 2 2 2 2

Repeat 0deg - - - 101 -

Pressure 4deg 2 2 2 2 2

Repeat 4deg - - - 30 -



Figure 4 Pressure time history (   , Dead rise angle=0°)

3. 결과 및 해석

시험체의 하면, 즉 유체와 접촉하는 면(membrane sheet)이 평면

이고 임의의 입수각으로 자유 낙하할 경우 jet flow에 의해 압력

의 변화가 급격해진다. 낙하하는 평면이 입수각이 0°일 때, 평면

의 중앙부에는 공기가 포위하여 주변의 충격 압력보다 적은 값을 

나타낸다. Figure 4는 낙하 높이 2.5m에서의 압력 시계열이다. Fi

gure 4로부터 중앙부의 충격 압력이 주변부의 충격 압력보다 작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여러 번의 실험 후 

membrane의 중앙부가 주변부에 비해 볼록하게 나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낙하 시험체가 임의의 입수각을 가지게 되면 평면 충격의 경우, 

압력 시계열은 입수각 0°일때와 다른 거동을 가지게 된다. 특히 

입수각 4° 부근에서 가장 큰 압력값을 나타내는 것이 실험적으로 

나타났다(Chuang (1966)). 이를 확인하기 위해 Figure 4에 낙하 

높이 2.5m에서의 압력 시계열을 도시하였다. 임의의 입수각을 가

지는 경우 유체 충격 시 rising time이 decay time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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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mean peak pressure with drop height  

         (Deadrise angle=0°)

Figure 5 Pressure time history (   , Dead rise angle=4°)

이러한 특징은 중앙부를 제외한 압력시계열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중앙부의 경우 주변의 membrane의 존재로 인해 공기층이 형

성된 것으로 보인다(남종오 등 (2007)). 또한 반복실험에서 실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jet flow가 지나간 끝단부에는 panel이 함몰하

는 현상이 발생하고 corrugation에서는 bent와 같은 변형이 발생

하였다. 또한 낙하높이에 따른 peak pressure의 변화를 입수각에 

따라 Figures 6-7에 나타내었다. Peak pressure의 경우 낙하 높이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경우의 입수

각에서 중앙부의 peak pressure의 증가율이 주변부의 증가율보다 

작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중앙부 주변의 

membrane에 의해 공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ures 8-9는 낙하 높이 2.0m에서의  변형률 시계열이다. 변형

률 시계열의 경우 유체 압력과 달리 매우 복잡한 거동을 나타내

었다. 또한 높이 변화에 따른 peak strain의 변화를 Figures 10-11

에 나타내었다. 시험체가 0°의 입수각을 가질 때 membrane의 끝

단 부에 음의 변형률이 나타나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변형률은 낙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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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 of mean peak pressure with drop height  

         (Deadrise angle=4°)



Figure 8 Strain time history (   , Dead rise angl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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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 of mean peak strain with drop height

          (Deadrise angle=0°)

4. 결    론

 한국형 LNG-FPSO 보냉시스템(KC-1 type)을 대상으로 유체에 

자유 낙하한 결과, 낙하 높이가 증가하면 최고 압력값은 증가하

게 되고, 특히 입수각이 4°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복 실

험을 통하여 입수각이 0°에서는 용접부와 corrugation에서는 손상

과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4°의 경우 corrugation에서는 

bent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본 syst

em은 실제 해상 상태에서 운항 시 sloshing, slamming과 같은 

유체 충격에 대항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비 지

원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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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 기-액 분리 해석을 위한 2차원 다상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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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ud Gas-liquid Separation 머드 기-액 분리, Multiphase flow 다상류, CCUP(CIP Combined Unified Procedure) 

method CCUP법, USCIP(Unsplit Semi-Lagrangian CIP) method USCIP법, THINC-WLIC(Tangent of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Weighted Line Interface Calculation) scheme THINC-WLIC 기법

ABSTRACT: In the drilling processes and regarding systems, multiphase flows, where gas, water, oil and discrete solid materials are mixed,  
frequently and easily observed. To increase the performance and guarantee the safety of the whole system, it is of importance to predict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omplicated flows. In this study, before applying to concerned problems, such as the flows in the mud 

pipeline and mud gas-liquid separator, two-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s for some typical multiphase problems were carried out. The solver 
is based on CIP/CCUP(Constraint Interpolation CIP/CIP Combined Unified Procedure) method and THINC-WLIC(Tangent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Weighted Line Interface Calculation) scheme was used to capture the air-water interface. For the convection terms of 

Navier-Stokes equations, the USCIP (Unsplit Semi-Lagrangian CIP) method was adopted. The results of simulation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nalytic solutions and other numerical simulations. It is seen that overall comparisons were reasonably good.

1. 서    론 

 

해양시추선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인 시추 시스템(Drilling 

system)은 NOV사와 AKMH 양사가 독점적으로 시장에 공급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가격상승 및 기술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된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

추에 사용되는 Mud는 시추작업 시 드릴 날(Drill bit)에 윤활작

용을 하며, 시추작업 동안 발생하는 암석 부스러기(Cutting)를 

제거하고, 시추 Hole의 압력을 안정화시켜 탄화수소가 유정

(Well bore)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이러한 Mud는 물 또는 Oil과 Barite, Bentonite 등의 

분체(Bulk)를 혼합하여 제조하며, 시추작업에 지속적으로 투입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분체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액체 Mud를 만든 뒤에 Mud 탱크에 보

관하고 교반기(Agitator)를 이용하여 Mud를 굳지 않게 하여 시

추에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액체 Mud는 Bulk 탱크에 저

장해 놓은 Cement, Barite, Bentonite 등을 Surge 탱크로 수송해 

물과 섞어서 사용하고 다시 보관한다. 시추 시스템 중 분체를 

다루는 시스템을 분체 이송 시스템(Bulk handling system), 

Mud를 다루는 시스템을 Mud 핸들링 시스템(Mud Handling 

System) (Fig. 1)이라고 하며, 해양시추 구조물에서는 필수적인 

시스템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수송효율향상, 교

반기내에서의 교반효율향상, 분체의 분진 및 회수된 Mud 내에

서의 가스분리 성능의 향상 등이 중요하다. 특히, 분체 및 Mud

의 수송라인은 연직 혹은 수평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설치되

며, 설치각도에 따라 분체나 Mud가 수송라인의 하부에 침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수송 효율의 저하나 막힘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Fig. 1 Circulation of drilling mud during the drilling of an oil 

well(http://www.britannica.com/EBchecked/media/170695/ 

The-circulation-of-drilling-mud-during-the-drilling-of-an)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상기의 시스템들에서는 고체 혹은 액체상의 분체와 액체상의 

Mud, 물, Oil 등과 공기 등의 기체상이 혼재되어 있는 다상 유

동(Multiphase Flow)이 나타나며, 이런 현상에 대한 정확한 해

석이 시스템 성능 예측 및 향상을 위해 중요하며, 전산유체역학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은 유효한 해석 도구

(Tool)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Mud를 분산 또는 교란시킴으로써 

Mud로부터 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머드 기-액 분리기 

(Mud gas-liquid separator)와 Mud 수송라인 내의 유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박종천 등(2011)에 의하여 개발된 

CIP(Cubic Interpolated Propagation or Constrained Interpol- 

ation Profile)법(Takewaki and Yabe, 1987) 기반의 통합해법인 

CCUP(CIP-Combined Unified Procedure)법(Yabe et al., 1991)

을 이용하여, 다상 Poiseuille류 문제와 Rayleigh-Taylor 불안정

성(Instability) 문제를 해석하여, 해석해 및 타 선행 계산결과들

과 비교하였다.

2.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기법

원래 CCUP법은 압축성 및 비압축성 유체가 단상 혹은 다상

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유동을 하나의 동일한 지배방정식을 사용

하여 푸는 방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코딩의 간결성

을 위하여 압축성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가정 하에 비압축

성 Navier-Stokes(N-S)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였다 

(Hu, 2004). 이 때 기체-액체 경계면의 포착에는 식 (3)과 같은 

밀도함수(Density function)의 수송방정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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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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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며, 는 속도벡터, 

는 좌표, 는 시간, 는 밀도, 는 압력, 는 점성계수, 는 변

형률, 는 중력 등의 외력이다. 








                              (3)

식 (3)의 밀도함수 는 기체와 액체의 경우 각각 0.0과 1.0으

로 설정하였으며, 경계면을 0.5로 가정하였다. 식(2)에 나타나는 

각 격자에서의 평균 밀도 및 점성계수는 각 상의 대푯값과 밀도

함수의 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N-S 방정식과 밀도함수의 수송방

정식의 대류항에는 각각 USCIP(Unsplit Semi-Lagrangian CIP)

법(Kim et al., 2008)과 THINC-WLIC(Tangent of Hyperbola for 

Interface Capturing-Weighted Line Interface Calculation) 법

(Yokoi, 2007)을 사용하였다. 전체 계산 알고리즘은 Fractional 

step 법으로, 박종천 등(2011) 및 정세민 등(2013)에 상세히 서술

되어 있다. 

3. 수치 시뮬레이션

3.1 Rayleigh-Taylor 불안정성 문제  

Rayleigh-Taylor(R-T) 불안정성 문제는 이상 유동(Two-phase flow) 

중에서 두 유체의 밀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부력에 의한 유동으로, 일

반적으로 복잡한 유동현상들이 포함되어 나타난다. 특히 밀도비가 큰 

경우 유체 간에 형성되는 경계면을 기준으로 국소물성치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어 수치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상 유

동의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법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문제로 자주 사용된다.

밀도가 다른 두 유체가 이루는 평형은 작은 섭동(Perturbation)에 의

해서도 쉽게 불안정해지며, 이렇게 발생한 교란(Disturbance) 혹은 최

대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적(Exponentially)으로 증가한다(선형 

구간, Linear regime). 하강 혹은 상승하는 유체는 버블형태를 띠다가 

부서지며 버섯형상(Mushroom shape)의 혼합층(Mixing zone)을 형성

하며, 이 버섯형상은 시간에 따라 대수적(Algebraically)으로 발달한다

(비선형영역, Non-linear regime).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무

차원 계수로는 밀도 성층(Density stratification)이 존재하는 유도장의 

동역학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앳우드 수(Atwood number) 와 점

성비 이다. 즉, 표면장력이 존재하는 경우, R-T문제의 불안정성은 


 에서 가장 커진다. 



 

 
, 




                                      (4)

여기서, 아래 첨자 와 은 각각 무거운 유체와 가벼운 유체를 

나타낸다. 만약, 진폭  , 파수 를 갖는 섭동의 경우, 

경계면의 최대 변위 는 선형영역에서 식 (5)와 같이 지수적으

로 증가한다.

                                            (5)

단, 는 성장률(Growth rate)로, 표면장력을 무시하면 다음 식으로부

터 구할 수 있다(Liu et al., 2005).

                                         (6)

여기서 와 는 동점성 계수와 중력가속도이다.

Fig. 2는 R-T 불안정성 문제의 초기조건을 나타낸다. 수치 수조는 

윗면이 개방된 사각 수조이며, 길이()는 , 높이()는 이

다. 수조 내부에 각각 다른 밀도비( , 
)와 동일한 동

점성계수비( )를 가진 두 유체를 상부( ) 및 하부()에 배

치하였으며, 경계면의 초기 섭동은  으로 주었

다. 중력가속도 는 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시뮬레이션 시

간은 1.5초이다. 전 방향 등간격 격자를 사용했으며, 격자간격()은 



수조의 길이를 기준으로 1/50, 1/100, 1/200, 1/400의 네 가지 경우

에 대하여 격자 수렴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속도에 대해서는 벽

이 존재하는 측면 및 바닥면에는 No-slip 조건을, 그 외의 모든 물

리량에 대해서는 Neumann 조건을 부여하였다.

Fig. 3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시간변화에 따른 경계면의 

최대 변위의 발달을 해석해 식 (5)와 Hybrid particle-mesh 법을 사

용한 Liu et al.(2005)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선형영역 및 비선형영역에서 해석해 및 타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하여 좋은 일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격자간격을 1/100 이하

로 하는 경우 수렴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Fig. 4는 1/400의 격자간격을 사용한 경우, =0.4, 0.8, 1.2초에서 

경계면의 발달과정 및 와류(Vortex)의 생성을 나타낸다. 시간이 진

행함에 따라 초기 섭동이 주어진 경계면의 중앙부분에서 위쪽의 무

거운 유체가 아래쪽으로 하강하고 경계면은 버섯모양의 변형을 진

행하게 된다. 이 때 두 유체의 경계면에는 전단응력의 발생으로 인

해 와류(Vortex)를 형성하며 유동이 발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Initial settings of Rayleigh-Taylor instability problem

Fig. 3 Comparisons of growth rates for Rayleigh-Taylor instability 

problem 

     

     

Fig. 4 Snapshots of evolution (top) and vorticity contours (bottom) 

of Rayleigh-Taylor instability when   

(     from left) 

3.2 Two-phase Poiseuille 문제

이상 유동을 갖는 Poiseuille 문제는 점성 성층(Stratification)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발된 수치기법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

는 문제이다. Fig. 5와 같이 수평방향으로 무한한 평행판 사이에 점

성이 다르고 같은 밀도를 가지는 유체가, 계산영역 양 끝단에서 일

정한 압력차(∆)에 의해 흐르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 때 아랫면

과 윗면에서 두 유체의 경계면까지의 거리를 각각   및 라고 할 

때, 식 (7)과 (8)을 이용해 유체 경계면에서의 흐름방향()의 속도성

분 와 연직방향 속도분포 의 해석해를 구할 수 있다(Cao et 

al., 2004).

   
















 

                                  (7)

여기서, 아래첨자 1, 2는 각각 하부 및 상부유체를 의미하며, 

   와  


은 각각 거리비와 점성비를 나타낸다.

Fig. 5 Two-phase Poiseuille flow between two parallel walls



Fig. 6  Comparison of the longitudinal velocity profile computed 

by the present method (discrete points) and the analytical 

solution (solid line)











 









 

 
 



  ≤≺

 






 
 

 


 ≺≤

                                                  (8)

계산영역은 ≤≤ ≤≤이며 양단의 압력

차 ∆는 이다. 경계면은 계산영역의 연직()방향 중심점인 

   에 위치하고, 상하부유체는 동일한 밀도

(  )를 가지며, 중력의 영향은 무시하였다. 하부유체의 점성

계수 은 로 고정하였으며, 상부유체의 점성계수는 점성비로

부터 구하였으며


,   의 4가지에 대하여 

각 방향 80개의 격자
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평판에 수평방향으로는 주기경계조건을, 상하면의 속도의 경계조건

은 No-slip 조건을 부여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속도의 연직 분포를 로 무차원화하여 

해석해와 함께 Fig. 6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해석해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시추선의 핵심이 되는 분체 이송 시스템, 

Mud 핸들링 시스템 중, Mud 기액 분리기 내부 및 Mud 수송라

인 내의 다상유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CIP기반

의 CCUP 기반의 계산수법을 이용하여 다상의 Poiseuille 유동 

문제와 Rayleigh-Taylor 불안정성(Instability) 문제를 해석하였

다.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타 선행 시

뮬레이션 결과 및 해석해와 비교적 좋은 일치를 보였다. 

향후, 실재 시스템 내에서의 유동과 유사한 각 상의 물성치를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계산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의 계산 기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각 격자

계를 기반으로 내/외부 물체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기법의 

검토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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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건조 과정 중 성형공정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열간가공은 다른 생산과정인 용접과 

절단에 비해 자동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상가열은 용접과 절단처럼 강재에 높은 온도의 입열과 냉각을 하는 

열사이클은 유사하지만, 숙련된 작업자의 기술과 경험에 의존을 많이 한다.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작업자들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최근 선박 건조의 핵심 사항인 만큼 곡가공의 자동화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 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멀티 토치를 이용한 선상가열시 변형 예측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실

험시 판의 두께, 가열속도, 가스의 유량, 토치와 판의 거리등 다양한 가열조건을 일정하게 하고, 토치사이의 거리를 변

수로 하였다. 이때 멀티 토치 사이의 거리에 따른 온도와 각변형량을 비교하였으며, 화염의 간섭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실험과 수치해석의 온도와 각변형량에 대해 비교한 후, 다양한 실험조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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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 리프팅 러그의 구조 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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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D type lug, Lifting, Non-linear structure analysis, T type lug, Turn over, 
ABSTRACT: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리프팅 러그는 블록을 이동하고 뒤집는 작업(turn ocer)등에 사용된다. 선박의 건조기술이 점점 발전되
어감에 따라 블록의 대형화가 이루어 졌으며, 대형화된 블록을 취급하는 기술이 건조 시간의 단축 및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물의 하중 분담 역할을 하는 lug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원가절감을 위하여 lug중량의 감소가 요
구 된다. 하지만 무리한 중량 감소는 작업 시에 따른 lug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원가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공정상 구조물의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를 지닌 단순화, 경량화된 lug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연구에서는 건조과정시 많이 사용되는 D-type과 T-type의 lifting lug중에서 T-tye lug를 대상으로 범용 우한요서해석 프로그
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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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ip's infrared signature is sensitive to the dominant ocean meteorological environment operational band. In particular, 
variables affecting the infrared signal known temperature, humidity, temperature, wind direction, and wind speed, there is a relationship 

dependent according to the seasons between the variable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perform signature analysis on all ocean 
environment(population) considering time and cost. Therefore, the criteria ocean environment of Korea weather necessary to the study of 
probabilistic infrared signature by sampling from the ocean environment.

In this study, to collect ocean weather data accumulat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erform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he five variables affecting the infrared signal, and reduced dimensions. Then, to extract the specimen by us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epresenting the population by examining the contributions of variables on the ocean environment of the Korea. The 

reliability of the extracted sample, by using the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verified by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population.

1. 서    론  

함정 적외선 신호는 표면특성과 온도에 의한 표면자체

의 방사신호와 환경으로부터 입사된 신호가 표면에 반사

되어 나가는 신호의 합으로 나타나며, 표적으로부터 방사

된 적외선신호는 관측위치까지 대기환경 조건을 통한 감

쇠과정을 거쳐 관측기로 최종 신호(Radiosity)가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적외선 신호는 주변 환경조건이 표면온도를 

결정하는 열전달 과정 그리고 배경신호와 함정표면으로부

터의 반사와 열방사신호의 대기감쇠 과정을 통해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태양이 있는 주간의 함정 방사신호는 환경

에 많은 지배를 받게 되어 적절한 환경기상조건이 주어지

지 않으면 올바른 함정의 적외선신호를 얻지 못하게 된다

(Cho, 2009).

이처럼 함정 적외선 신호는 운용대역의 해양기상환경

에 지배적이고 민감하다. 특히 적외선신호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수온, 기온, 습도, 풍향 및 풍속으로 알려져 있

고, 변수 간에는 계절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해상의 기상변수들은 월간변화(또는 계절적 변화)에 따

라 크게 변화한다. 이러한 기상변화 특성은 함정 설계시

에 해석조건 설정, 해석을 통한 신호저감방안의 효과도 

분석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상시

험을 통한 신호측정시 시험조건 설정(연중시기, 시험해상, 

시험시각 설정 등)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측정 

외 조건에 대한 신호특성 추정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

료가 될 수 있다(Kim, 2012).

결국 함정의 적외선 신호를 줄이고 관리를 위해서는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기상 환경 변수를 찾아내고 

적외선 신호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서 올바른 

환경기준(Environmental criteria)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

러나 환경기준에 관한 연구는 환경영향 변수의 정의, 변

수간의 복잡한 관계, 민감도 연구의 어려움 등으로 활발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기준 환

경이 정의되고 설정되지 못하여 신호저감기술연구와 생존

성향상 노력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함정운용이 예상되는 모든 해양환경에서의 신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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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지만 해양환경으로부터 표본추출을 하여 확률론

적 적외선신호 연구에 필요한 우리나라 해양 기상환경을 

대표하는 기준 환경변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으로부터 축적된 해양기상자료를 

수집하였고, 적외선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변수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차원을 축소하여 각 변수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기여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주성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국내 해양환경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을 한다. 추출표본의 신뢰성은 누적확률분포를 이용

하여 원래의 모집단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모집단의 특성

함정의 적외선신호는 수온, 기온, 습도, 풍향 및 풍속과 

같은 환경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변수들에는 

계절(또는 월간)에 따라 변화하는 서로 종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기상환경을 정의하기 위해서 국

내 기상청으로부터 수집된 부이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상

청에는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8개의 부이를 국

내 연안에 설치 운영 중이다. 각각의 부이에서는 수온, 기

온, 습도, 기압, 풍향/풍속 등의 기본요소를 관측하여 1시

간 간격으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양기상부이

는 관측 자료가 없는 해상과 악천후로 관측이 어려운 지

역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며, 장기간 누적된 자료는 매우 

유용한 분석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동해’

부이(동해시 동쪽 80km 해상, 37.53°N/130.0°E)의 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동해 부이에서는 2001년 01월 28일부터 해양환경에 대

한 관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약 1년 치 

데이터인 7900여개의 모집단을 형성하였고 100개의 표본

을 추출하는 것을 수행하였다. 

2.2 주성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PCA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변수

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증명하였다.

주성분 분석이란 다차원의 데이터의 변량을 최대한으

로 유지하며 차원축소를 행하는 방법이다. 즉, 다차원 변

수의 변량을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이라는 적은 수

의 변수로 축소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주성분 분석에는 이러한 주성분을 도출해 내는 방법과 

생성된 주성분의 성격 및 이에 연관된 통계적 추론의 내

용이 포함된다. 주성분 분석의 목적은 다변량 변수들에 

대한 단순화를 도모하고, 서로 상관되어 있는 변수들 간

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를 위하여 주성분 분석은 원래 변수들을 선형결합의 형식

으로 변환시켜, 주성분이라 부르는 서로 상관되어 있지 

않은 인공적 변수들을 유도한다. 여기에서 각 주성분이 

가지는 변이의 크기(주성분의 분산)를 기준으로 그 중요

도의 순서를 생각할 때, 처음 몇 개의 주성분이 원래 자

료가 가지고 있는 총 변이의 가급적 많은 부분을 보유하

도록 함으로써 차원의 축약을 기할 수 있다.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기여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성분분석으로부터 다섯 가지의 변수를 

선형결합으로 변환시켜 주성분의 성격을 알아내고 각 주

성분들의 기여율을 조사하였다. 

2.3 표본추출 방법

표본추출 방법에는 확률표본추출과 비확률표본추출이 

있는데 추출단위가 확률법칙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을 확

률표본(Probability sample)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모집단

의 추출단위가 미리 정해진 확률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을 

뜻한다. 

잘 설계된 추출은 난수표 또는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의 후(Random number)를 이용하는 등 항상 우연의 모습

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기법의 활용만으로는 표본

의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종종 모집단의 목

록이 구성원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연성의 확보

방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표본추출은 아무리 잘 설계되고 잘 수행되더라도 모수

(Population parameter)의 한 추정치인 표본통계량

(Sample statistics)을 제공해줄 뿐이다. 같은 모수에 대한 

추정치 일지라도 추출된 표본이 다르면 표본통계량도 달

라지며, 표본오차 또는 표본추출오차(Sampling error)라 

불리는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게 된다. 이 오차는 어떤 크

기의 오차를 가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하는 확률

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오

차발생의 기회는 적어진다. 그러나 규모가 큰 표본이더라

도 빈약한 설계나 결함이 있는 자료 수집을 보완해 줄 수

는 없다.

확률표본추출에는 단순임의추출(Simple random 

sampling),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집락추출

(Clustering sampling),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과 

같은 방법 등이 있다.

그 중 층화추출은모집단을 여러 개의 서로 중복되지 

않는 층으로 나누어서 각 층에서 단순임의추출을 통해 표

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층화는 층화임의추출법의 효율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모집단 내 상이하고 

이질적인 원소들을 동질적이고 유사한 원소들로 묶은 여

러 개의 부 모집단으로 층화한 후, 각 층으로부터 확률추

출을 하는 방법이다.

단순임의추출을 할 경우 모집단의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표본이 누락되어 모집단을 대표하기 힘들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층화추출이 단순임의추출보다 모집단을 대표

할 수 있는 효율이 높다. 또한 층화된 부분집단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체 데이터에 대한 단순임의추출을 수행을 하여 



표본을 얻었다. 이 분석의 결과 Fig. 1과 같다. 점선은 모

집단을 나타내고, 실선은 새로 추출한 표본을 보여준다. 

수천 개의 정보로부터 100개의 표본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 

모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본이 누락되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층화추출에 의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5 10 15 20 25 3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x

F(
x)

Sea Temperature

 

 

Population
Sample

-10 -5 0 5 10 15 20 25 3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x

F(
x)

Air Temperature

 

 

Population
Sample

Fig. 1. CDF of sample by simple random sampling

그러므로 전체 모집단으로부터 단순임의추출을 통해서 

표본을 얻는 방법, 그리고 기여율이 높은 변수 2개를 기

준으로 한 2차원적 층화추출방법과 변수 3개를 기준으로 

한 3차원적 층화추출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층화추

출방법에서는 층의 개수를 달리하여 각각 2번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3. 표본추출 결과분석

3.1 기여율 비교

적외선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기상자료의 5가지 변수

에 대해서 주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1 Result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수온 기온 습도 풍속 풍향

고유값 2.4378 0.9554 0.8679 0.6273 0.1116

기여율 48.76% 19.11% 17.36% 12.55% 2.23%

주성분

번호
Z1 Z2 Z3 Z4 Z5

위의 표를 보면 각 변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기여율을 

알 수 있으며, 주성분 번호 또한 알 수 있다. 주성분 분석

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누적기여율의 크기로 판단

할 수 있다. 제 I주성분의 기여율은 분석대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그 주성분에 어느 정도 집약되어 대

략적인 크기가 된다. 

3.2 층화추출 분석

표본추출에 있어서 약 7천여 개의 정보로부터 100개의 

표본을 추출하기로 하였다. 

먼저 해양환경에 기여율이 큰 수온과 기온에 대해서 총 

9개의 층으로 나눈 2차원적 층화추출을 수행하였다. 이는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로 한 단순임의추출 방법

보다 모집단의 특성을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단순임의추출방법보다 층화추출방법이 더 모집단의 

특성을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고 층화추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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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DF of sample by stratified sampling

세 번째로는 앞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2차원적 방법이지

만 16개의 층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의 

결과 앞에서 수행한 9개의 층으로 나눈 방법과는 차이가 

거의 없거나 또는 오히려 모집단의 특성과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번째로는 기여율이 높은 세 가지 변수인 수온, 기온, 

습도에 대해서 27개의 층으로 나눈 3차원적 층화추출을 

수행하였다. 이는 2차원적 층화추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앞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56개의 층으로 나눈 층화추출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는 Fig. 3에서 보이듯이 지금까지 수행한 방법 중에 

모집단의 형태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3

가지 주성분을 고려한 3차원적 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한 표

본추출방법이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4개의 주성분을 고려한 층화추출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는 3개의 주성분을 고려한 결과보다 모집단과 

많이 다른 특성을 보여주어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지금까지 함정 적외선 신호의 해석 연구를 위한 사전연

구로서 기상청에서 운용하는 부이에서 관측된 동해의 해

양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환경변수 설정을 위한 해양기상환

경의 표본추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적외선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 설정을 위해서 

우리는 다차원의 데이터의 변량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며 

차원축소를 행하는 주성분분석으로부터 각 변수들이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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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DF of sample by stratified sampling

환경에 미치는 정도를 알아내었다. 먼저 비교분석을 위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단순임의추출은 모집단의 특성에 대

해 왜곡이 심한 것을 보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층화추출을 수행하였다. 층

화추출의 경우에는 주성분 2개를 고려하여 9개와 16개의 

층으로 나눈 2차원적 분석과 주성분 3개를 고려하여 27개

와 56개의 층으로 나눈 3차원적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56

개의 층으로 나눈 3차원적 분석이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주성분 4개를 

고려한 층화추출을 수행하였으나 이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여러 가지 표본추출방법으로 분석한 결



과 층화추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의 해양환경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

였으나 향후에는 한반도 내에 다른 부이들의 환경에 대해

서 추가적인 연구를 할 것이며, 새로이 추출한 표본이 모

집단의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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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타워에 적용 가능한 조류발전 터빈의 하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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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offshore wind t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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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Offshore wind power 해상풍력발전, TCP(Tidal Current Power) 조류발전, Ocean energy 해양 에너지, Combined power 복
합전원,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역학,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유체-구조 연성해석

ABSTRACT: The offshore wind power industry has significantly been expanding due to sustainable and abundant wind resource 
compared to onshore. It is relatively easy to apply large turbines that facilitate developing large-scale wind farm, but it requires 
enormous costs of installations and maintenance. A combined power system using multi-power supply enables easier development of 
the offshore power plant since costs of construction and structures have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expense. Tidal current power 
which has great potential is predictable and reliable energy source so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combined power system with 
wind power. Two generating systems have similar principles and are complementary in respect of the power stabilization. Also since 
they share supporting structures, a large capacity power unit can be developed at a relatively low cost. This paper introduces a tidal 
turbine system applicable to the offshore wind systems as attached to pile tower. As the tidal turbine delivers hydrodynamic loads to 
the tower, a 1-way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had been conducted to evaluate the stability of the structures. With series 
of numerical analysis, turbine efficiency and required tower specification are obtained.

1. 서   론

최근 육상풍력발전의 제한된 가용 에너지에 따른 입지고갈

과 민원 증가로 인해 해상풍력발전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해양은 육상에 비해 고품질의 풍력자원을 갖고 있으며

(나도백 등, 2011) 대형터빈의 설치가 용이하여 대단위 풍력발

전 조성이 가능하나(이영호, 김범석, 2005),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 현재까지는 육상풍력시스템에 비해 경제성이 떨

어진다.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개발 중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

분은 해양시공 및 구조물 비용으로써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

요되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나 복수의 전원을 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복합 발전방식 개발을 통해 경제성 확보가 용

이한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다. 

조류발전은 시간대에 따른 발전량을 예측 할 수 있고 국내의 

서해안 및 남해안의 입지조건이 매우 우수하여 해상풍력 시스템

에 복수전원으로써 적용 가능하다. 두 발전시스템은 구동원리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조류발전의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전력안정화 기법 개발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복합

발전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다. 단일 지지구조물에 복수의 전원

을 적용함으로써 해양시공 및 구조물 비용 절감,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해상풍력과 조류의 복합발전 시스템은 복

수의 발전장치가 구동되므로 기존의 단일 시스템에 비해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복합발전 시스템에 적합한 탈부착장치 개발, 탈부착

장치의 유지보수방법, 복수 전원의 전력변환장치 및 전력안정화 

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지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

하다. Caraiman et al. (2011)은 해상풍력과 조류발전을 실시간 

에뮬레이터로 구성하여 복수 전원의 발전시스템 구성방안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 풍력-조류 복합발전시스템에 대

한 연구사례가 없으며 관련 특허가 소수 출원되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타워에 적용 가능한 조류발전 시스

템의 기초연구로써 복합발전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

다. CFD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속에서의 터빈 효율 및 특성을 

도출하였고, 파일타워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터빈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산출하여, 일방적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

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터빈설계 및 성능평가

2.1 터빈

터빈은 유체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써 유체역학적인 익형 형상을 갖고 있으며, 익형에서 발

생되는 양력을 이용해 회전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환경

을 고려하여 10m 직경의 3-블레이드 터빈을 설계하였다. S814 

익형을 이용하였으며, actuator disc 이론을 기반으로 단면별 

코드길이와 비틀림각을 수치해석으로 계산하였다. 터빈 설계변

수를 Table 1에 기술하였고, 3-D 모델링을 거친 최종 터빈 형

상을 Fig. 1에 나타냈다.

2.2. 터빈 성능해석

터빈이 발생 시키는 기계적인 회전 출력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회전 출력  이므로 출력계수 는 식 (1)과 

같다.

 



∞




 (1)

위 식에서 T는 터빈 토크, 는 각속도, A는 터빈 회전면의 

넓이, ∞는 상류의 유속이다. 출력계수와 토크계수가 주속비

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출력이 발생되는 최적의 주속비가 존재

한다. 유속, 터빈의 직경, 회전속도 등 많은 변수들에 의해 터

빈의 출력 특성은 달라지나 출력특성을 주속비에 대해 표현하

면 다양한 터빈들의 성능을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으므로 터

빈의 성능평가 시 주속비를 이용한 해석이 널리 사용 되고 있

다(조철희 등, 2012). 주속비는 식 (2)와 같이 블레이드 끝단의 

선속도를 상류유속으로 무차원화 한 값이며 터빈의 회전속도

를 나타낸다.

 

 
∞


∞


 (2)

Design variables Value

 Sea water density [] 1025

 Tip speed ratio 5

 Turbine diameter [ ] 10

 Hub diameter [ ] 1.2

 Blade number [] 3

 Section number [] 20

 Angle of attack [] 6

Table 1 Design variables

Fig. 1 Solid model of the turbine

3차원 정상상태 유동장의 해석을 위해 범용 CFD 해석 프로

그램인 ANSYS CFX v13을 이용하였으며, 터빈 자체의 성능 평

가를 목적으로, 터빈 이외의 발전기, 지지 구조물 등의 부가적

인 요소는 제외하였다. 회전속도가 일정할 경우 수평축 터빈 

블레이드 주위의 유동은 준 정상상태로 가정 할 수 있으므로 

터빈을 대상으로 3차원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 3에 유속 2.5m/s에서의 터빈 성능곡선과 토크곡선을 

각각 나타냈다. 설계된 터빈의 효율은 주속비 5에서 최대 41% 

로 나타났으며, 정격 RPM은 24RPM이다. 최대토크는 주속비 3

에서 약 120kN-m로 측정되었다. 본 성능해석을 통해, 터빈 기

본설계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일방적 유체-구조 연성해

석 시 입력되는 정격 회전속도를 24RPM으로 결정하였다.

Fig. 2 Turbine performance curve

Fig. 3 Turbine torque curve



3. 유체-구조 연성해석

유동현상에 의해 구조 모델에 변형이 발생할 경우, 또는 변

형률에 의해 유동현상에 유의한 변화가 초래 될 경우 유체-구

조 연성해석(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이 요구된다. 일방

적 FSI 해석은 유체에 의해 구조물에 응력 또는 변형이 발생하

나 이 변형이 유동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 하중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날 

경우 구조해석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터빈에 의한 파일 구조물

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방적 FSI 해석을 수행하였다. 

3.1 격자 및 경계조건

터빈 및 수중에 위치하는 탈부착식 조류발전장치에 작용하

는 유체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유동장을 생성하

였다. 유동장의 높이는 수심 30m를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며, 

터빈에서 입구까지 거리와 폭은 50m(5 D) 터빈에서 출구까지 

거리는 100 m(10 D)로 모델링하였다.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하

중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블레이드 주변에 조밀한 prism-layer

를 구성하였고, 나머지 영역은 tetra-prism 격자계로 구성하였

다. 터빈 회전영역은 560,436개의 격자점과 2,619,520개의 요소

로 구성된 비정렬 격자이며, 터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영역 

역시 비정렬 격자로 1,905,394개의 격자점과 10,999,130개의 요

소로 구성하였다. 유동장의 제원과 격자정보를 Table 2에 나타

냈다. 

정상작동 상태를 모사하기 위해 최대유속 2.5 m/s 일 때 

24RPM의 회전속도로 설정하였고, 자유수면은 수치해석의 단순

화를 위해 고려하지 않았으며 마찰이 없는 벽으로 설정하였다. 

터빈을 포함하고 있는 회전영역은 좌표계가 이동함으로써 경

계면과 유체간의 상대속도가 부여되는 MRF(Moving Reference 

Frame) 기법을 적용하였다. 

ANSYS Workbench v13을 이용하여 구조해석 수행 시 유동

해석 결과를 로딩할 수 있으며 유동해석 결과로 도출 된 표면

에 작용하는 유체하중을 구조해석 모델에 압력 분포하중으로 

적용 가능하다.

Fig. 4 Computational modeling for FSI analysis

Description Specification

Upstream length 50 m (5 D)

Downstream length 100 m (10 D)

Breadth 50 m (5 D)

No. of nodes 2,465,830

No. of elements 13,618,650

Table 2 Domain specification and grid statistic

탈부착식 조류발전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파일타워의 제원을 

도출하기 위해 일방적 유체-구조 연성해석 기법을 통한 정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연성해석 시 유동격자와 구조격자는 

대상물체의 같은 형상을 공유해야 하며 격자점은 서로 일치하

지 않아도 된다. 가장 가까운 격자에서 압력하중 데이터가 선

형보간 되어 매핑되므로 격자의 밀도가 비슷할수록 정확한 하

중이 전달된다(Jo et al., 2013). 유동해석 결과를 공유하는 모

든 벽 경계면에 유체격자와 같은 크기의 요소를 생성하였으며 

각 격자 시스템을 Fig. 5에 나타냈다. 

풍력 터빈 및 수면 상방의 파일타워에 작용하는 하중을 수

면아래 구조물에 등가시켜 적용하였다. 고려된 풍속은 10m/s이

며, 풍력터빈 직경은 80m, 수면 상방 파일타워의 높이는 80m

이다. 구조해석을 위한 각 요소별 제원 및 하중조건을 Table 3

에 나타냈다. 파일의 재질은 API X65를 적용하였고, 파일 외경 

3m에 두께를 변화시키며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Description Specification Loading cond.

Tidal turbine 10m in diameter Interfaced with CFD

Submerged pile
30m in height

3m in outer dia.
Interfaced with CFD

Wind turbine 80m in diameter 247 kN

Wind tower 80m in height 10 kN

Equivalent load and moment
257 kN

20132 kN-m

Table 3 Specification and loading condition for FEM 
model

Fig. 5 Grid systems of CFD and FEM models



Fig. 6 Load distribution on a turbine imported from CFD

3.2 해석결과

Fig. 6과 같이 유동해석을 통해 산출 된 하중을 구조해석의 

입력하중으로 적용하였으며, 회전하는 터빈표면에 작용하는 복

잡한 형태의 하중을 구조해석의 경계조건으로 구현하였다. 파

일 두께는 30mm, 50mm로 변화시켰으며 각 제원별로 작용하

는 최대응력과 안전계수를 Table 4와 같이 도출하였다. Fig. 7

과 같이 파일타워의 최대응력은 바닥면에서 발생하였으며 블

레이드의 경우 반경방향 약 32% 지점에서 최대응력이 나타났

다. 파일의 두께가 30mm일 때 더 큰 응력이 발생했고, 안전계

수는 항복응력 기준으로 약 2.4로 계산되었다. 

Description Value

Material properties
API 5L X65

Yield strength: 448 MPa
Ultimate yield strength: 531 MPa

Resulted maximum 
stress

t: 50mm t: 30mm

112.2 MPa 188.4 MPa

Safety factor 3.99 2.39

Table 4 Results of FSI analysis

Fig. 7 Stress distribution and scaled deformation

파일타워의 구조적 안전성은 극한하중평가, 피로해석, 진동 

및 좌굴모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

적이나, 극한하중평가 및 피로해석 시 요구되는 일방적 유체-

구조 연성해석의 기본적인 해석절차를 확립한데 의의가 있다. 

본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설계하중조건에 따라 연성해

석 수행이 가능하며, 피로해석의 경우 시간영역 해석기법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한 후 응력이력을 연계함으로써 수행 될 수 

있다. 

4. 결 론

해상풍력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

며 연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원인 조류발전 또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풍력-조류 복합발전 시스템은 복

수의 전원을 한 구조물에 적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

하며, 전력안정화와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여 기술적으로

도 많은 장점이 있다. 탈부착식 조류발전시스템을 해상풍력 타

워에 적용하기 위해 조류 터빈 설계코드를 구축하였으며 CFD

를 이용한 성능해석 결과 41%의 효율이 측정되었다. 또한 일

방적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통해 파일 타워의 구조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조류 터빈에서 발생되는 유체력에 의한 해상풍력 

타워의 구조적 안전성 해석기법을 확보하였다. 복합발전시스템

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 풍력터빈과 조류터빈

을 고려한 진동모드 해석, tower shadow 효과에 의한 터빈 블

레이드의 피로해석 등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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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제에 따른 혼합토의 역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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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s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mixture according to hardening agents for recycling to 
dredged soil and reduce the used of cement. Test specimens were prepared at 2 different of hardening agent(ordinary portland 
cement-OPC, non sintering binder-NSB) and 4 different of mixed ratio(3%, 6%, 9%, 12%). Initial water content was 175%. Result 
of flow test was shown that flow value has a tendency to decrease with increasing of hardening agent content. Result of 
unconfined compressive test tended to be greater the strength when mixed NSB than OPC. Strength of NSB was increased 
about 1.6 times during curing 7 days, about 2.6 times curing 14 days and 2.7 times curing the 28 days.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연안개발 및 항만건설 등의 대규모 개발

공사와 선박의 대형화, 물류의 컨테이너화로 인한 항로의 수심

유지 및 신항만건설과 오염해역 정화 사업 등으로 인해 해마다 

많은 양의 준설토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준설토의 활용방법을 살펴보면 전체 발생량의 80.97%가 투기장

에 투기되고 있고, 배후부지 매립 등 기타 방법이 10.04%로 활

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8.99%는 외해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항만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준설토는 유

효활용보다는 대부분이 처리 또는 처분되고 있는 실정으로 활용

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윤길림과 김한선, 2011). 반

면 준설토 처리에 대한 국외사례를 보면 해안 및 외해가 약 

59.8%이며 육상 및 습지가 37.4%로 국내에 비해 약 20% 이상 

활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 2003). 따라서 국내 

또한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의 석회석 매장량은 약 40억 톤에 불과한 반면 연간 

6,000의 시멘트 클링커를 생산하기 위해서 약 7,000만 톤의 석회

석이 채굴되고 있어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50년이 채 못가서 

전부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이렇게 막대한 양의 석회석

을 채굴하기 위하여 자연 경관 훼손 및 수자원의 원천마저 고갈

되고 있어 이 또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포틀래드 시

멘트는 고온상태(1,450oC)에서 용융시켜야만 생산할 수 있기 때

문에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1톤의 시멘트를 제조

하는 경우 약 0.8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배출된 이상화탄

소는 온실가스 중 55%를 차지하는 CO2의 배출량 중 약 8%를 차

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상 외, 2012). 

  이에 온실가스 감축, 천연자원의 고갈 및 자연경관의 훼손 방

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바, 산업 부산물 및 폐기

물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많은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

다. Mun, K. J.(2004)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인산석고와 폐석회 

등을 이용하여 환경부하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클링커

를 함유하지 않은 비소성 시멘트의 개발을 위해 수화반응 메커

니즘, 강도 및 내구성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인

산석고 및 폐석회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황산염 및 알칼리 자

극제로서 직접적인 이용은 무리가 있으나, 중화, 세척, 하소 및 

미분쇄 등의 적절한 전처리를 거쳐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자극제

로서 이용이 가능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영상 등(2012)은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주재료로 하며 바이패스 더스트와 플라이애쉬

가 자극제로 이용된 고화제를 이용하여 해성준설토의 지반개량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설토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제시와 

더불어 시멘트 대체제의 개발을 위해 준설토에 무독성 바인더

(Non sintering binder, NSB)를 혼합하였으며 흐름값 시험, 일축

압축시험 등을 통해 혼합토의 다양한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독성 바인더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

일한 배합비의 포틀랜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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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t &

 clay(%)
D10 D30 D60 Cu Cc U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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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size (mm)

0.010.1110

Fi
ne

r p
er

ce
nt

 (%
)

0

20

40

60

80

100

NSB
OPC
DS

Fig. 1 Grain-size distribution curve of materials

2. 재료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준설토(Dredged soil, DS)는 부산신항 배

후부지에서 채취된 것으로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자연 함수비는 약 53%이며, 비중은 약 2.72로 측정되었으

며, 통일분류법(USCS)에 의해 실트질 점토인 CL로 분류되었다. 

Fig. 1은 고화제로 사용된 무독성 바인더(NSB) 및 시멘트(OPC)

와 준설토(DS)에 대한 입도분포곡선을 나타내며, Table 2는 고

화제로 사용된 무독성 바인더 및 시멘트의 입도특성을 나타낸

다. 무독성 바인더의 경우 통일분류법에 의해 SP로 분류되었다.

  Table 3은 NSB 및 OPC의 화학적 구성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XRF(X-ray Fluorescence)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1 Properties of dredged soil

Table. 2 Grain-size properties of materials

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materials

Type CaO SiO2 Al2O3 SO3 MgO Fe2O3 K2O Na2O TiO2

OPC 62.84 19.52 4.64 4.28 3.76 2.60 1.19 0.33 0.29

NSB 39.04 31.31 12.25 7.97 4.87 2.80 0.50 0.27 0.59

대조군인 OPC의 경우 구성성분 중 포졸란 반응을 발생시키는 

실리카(SiO2), 알루미나(Al2O3)와 석회(CaO)의 화학성분들을 비교

한 결과 석회의 경우 OPC가 높게 나타났으나, 실리카와 알루미

나의 경우 NSB에서 그 함유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실내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내실험

  본 연구에서는 고화제의 배합비에 따른 유동성 시험 및 일축

압축강도 시험을 통해 각 고화제별 혼합토의 역학적 특성을 알

아보았다. 유동성 시험은 몰드의 직경과 높이가 80mm인 JHS A 

313의 시험방법을 적용하였다. 일축압축강도시험은 변형률 제어

가 가능한 시험기를 사용하였으며, 시험시 축변형률은 0.5%/min

으로 제어하였다. 시험시 제작된 공시체의 크기는 Fig. 2와 같이 

지름 50mm, 높이 100mm로 제작하였다. 

Fig. 2 Size of mixed soils



3.2 흐름특성

  고화제에 따른 유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흐름값을 측정하였

다. 배합비는 NSB 및 OPC를 고화제 무게/전체 무게 대비 각각 

3%, 6%, 9%, 12%로 하였으며, 초기 함수비는 175%로 하여 유동

성을 충분히 갖춰 시공에 용이할 수 있도록 배합하였다. Fig. 3

은 고화제로 사용된 NSB 및 OPC의 배합비에 따른 흐름값을 나

타내고 있다. 초기 흐름값은 NSB 혼합토(NSB mixture)는 약 

330mm, OPC 혼합토(OPC mixture)은 약 390mm로 나타났으며, 

배합비가 증가될수록 흐름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4는 최종비빔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NSB 혼합토 및 OPC 

혼합토의 흐름 특성을 나타낸다. OPC의 경우 초기 흐름값이 약 

245mm였으나 120분 뒤 약 170mm로 약 30%의 큰 감소폭을 보

였으며, NSB 혼합토의 경우 초기 흐름값이 약 178mm에서 

158mm로 약 12%의 감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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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value of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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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value according to elapsed time

3.3 일축압축강도

  고화제 및 양생일에 따른 혼합토의 압축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5와 fig. 6은 NSB 혼합토 

및 OPC 혼합토의 양생일에 따른 응력-변형 곡선을 나타낸다. 

두 혼합토 모두 양생일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되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파괴시 축 변형률은 양생일 및 고화제에 관계

없이 약 2% 부근에서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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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ess-strain curve of NSB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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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ess-strain curve of OPC mixture

  고화제별 양생일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의 증가 양상을 fig. 7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값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NSB 혼합토

가 OPC 혼합토에 비해 7일 양생시 약 1.6배, 14일 양생시 약 2.6

배, 28일 양생시 약 2.7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화제인 NSB의 경우 강도 발현에 있어 기

존 고화제인 OPC보다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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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of NSB, 

OPC mixture

Table. 4 peak strength of dredged soil treated with various 

hardening agen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준설토의 적극적인 활용과 시멘트 사용의 저감

을 위해 시멘트 대체 고화제인 NSB를 혼합한 후 흐름 특성 및 

일축압축시험을 통해 그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고화제로 사용된 NSB 및 OPC의 배합비에 따른 흐름값 측정 

결과, 초기 흐름값은 NSB 혼합토의 경우 약 330mm, OPC 혼

합토의 경우 약 390mm로 배합비가 증가될수록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2) 최종비빔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NSB 혼합토와 OPC 혼합토

의 흐름특성을 보면  OPC의 경우 초기 흐름값이 약 245mm

였으나 120분 뒤 약 170mm로 약 30%의 큰 감소폭을 보였으

며, NSB 혼합토의 경우 초기 흐름값이 약 178mm에서 

158mm로 약 12%의 감소율을 보였다.

(3) 일축압축시험을 통한 응력-변형 곡선을 보면 두 혼합토 모

두 양생일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되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파괴시 축 변형률은 양생일 및 고화제에 관계없이 

약 2% 부근에서 파괴되었다. 

(4) 고화제별 양생일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의 증가 양상을 보면 

NSB 혼합토가 OPC 혼합토에 비해 7일 양생시 약 1.6배, 14일 

양생시 약 2.6배, 28일 양생시 약 2.7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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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 추진 선박의 추진 시스템 구축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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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ishing Boat 어선, Electric Propulsion 전기추진, BLDC 브러쉬 없는 직류, Controller 제어기, Efficiency 효율  

ABSTRACT : We treated about the performance and system construction of a battery propulsion vessel. A battery propulsion 
system can divide to the propulsion motor section, the storage battery part and the control monitoring parts. A storage 
battery has various disadvantages. For these problem, we carried out study of velocity control, pilot anger control, 

optimization of a storage battery distribution etc.
   In this paper, we were able to get optimization of an elevation of plopursion performance, a reversal anger elevation and 
storage battery management. Specially, regarding an economy carried out evaluation, and was able to present the system that 

it is possible a diffusion to fishermen

1. 서    언

  근래 축전지 추진 소형 선박은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소규모의 연구와 상업화를 이루고 있다. 주

로 3kW, 5kW를 주종으로 하던 추세가 근래 들어 축전지

의 가격과 성능 향상으로 15kW 내외가 개발 보급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축전지의 성능과 가격은 현

실적으로 일반 소형 레저선박의 일부분에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축전지 추진 시스템은 추진 모터 부분, 축

전지 부분, 제어 모니터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개 부분의 시스템 구축의 결과와 축전

지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속도 제어, 선회성 제어, 축전

지 배치의 최적화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 조

사에 대한 결과를 나열하고자 한다.

 2. 축전지 추진 시스템 구축

2.1 1축 추진 시스템 구조

  일반적인 Plug-in 방식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인된 

리듈인산철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1.5kW BLDC 모터

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제어는 전류, 전압, 속도, 배

터리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를 통하여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메인 전원과 인버터 및 컨버터를 

제어하는 것으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속도는 축전지의 용

량(경제성)과 실험 목적으로 4.5knot를 최대로 설정하였다.  

 그림 1은 1축 축전지 추진 시스템의 Block Diagram이다.

Fig. 1 배수톤수 0.7톤 선박의 축전지 추진 시스템

     Block Diagram

  

2.2 2축 추진 시스템 구조도

  15kW BLDC 모터 2개로 구성되어지는 시스템으로서 축

전지 추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 모터를 2개 채

용하였다. 이에 대한 장점은 3절과 4절에 언급되어진다. 

요구되어지는 속도 및 운항거리를 등을 감안하여 축전지

의 용량과 속도에 따른 축전지 소모에 대한 사양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림 2에는 2축 축전지 추진 시스템의 개념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진 1, 2, 3에는 쌍동형 축전지 선박의 전

경, 축전지의 배치, 제어 모니터링에 대하여 각각 수록하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였다.

Fig. 2 배수톤수 3.65톤 선박의 축전지 추진 시스템

       Block Diagram

Photo. 1 쌍동형 축전지 추진 선박의 전경

Photo. 2 축전지 배치 전경

3. 축전지 추진 선박의 운항 최적화

Table 3에 1톤급 전기어선의 사양을 나타내었고, Photo. 1은 

개발과정 및 실해역 실험의 전경이다.

Photo. 3 제어 모니터링 전경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항제어 시스템은 경사가 없는 해

수면에서 부가저항과 마찰을 고려하여 저속인 선박에 알

맞도록 출력을 제어하여 속도를 최적화 되도록 설계되었

다.

 부가저항이 큰 부유 구조물인 경우 출력을 탄력 제어하

여 상대적으로 저속인 속도를 제어함으로서 축전지 추진 

선박의 에너지를 최적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박을 줄로 당길 경우 순간적인 큰 힘은 에

너지 손실이 많으나 지속적이고 간격이 있는 작은 힘으로 

당길 경우에는 에너지를 최적화 해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모터에 투입되는 입력에너지를 일정속도

와 일정시간, 일정간격에 고정한 후 정속운항 할 수 있도

록 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에너지 최적화 소형 선박 시스

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3에는 임의 선박에 3kW를 입력하

여 시속 10km로 정속 운항한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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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일반적인 정속 운항 시 입력 및 속력

  그림 4에는 단락에 의한 탄력 운항의 그래프를 보여주

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속도를 설정한 후 속도를 회복하기 

위한 가속과 단락의 상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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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입력 전류의 단락에 의한 운항 시 입력 및 속력

 선속 10km/h로 setting하여 운항 할 경우 11km/h까지 

가속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9km/h까지 속도가 떨어지면 

전원을 투입하되 peak값이 나오지 않도록 제어기 

program을 설정한다. 이상을 반복할 경우 선속 10km/h로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 30~40%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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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축전지 추진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

       운항 최적화 시 입력 및 속력

  이를 위해서는 모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peak 전류

가 나오지 않도록 제어기를 설계하고, 모터 용량과 특성에 

따라 일정간격으로 출력을 on-off할 경우 선박의 저항 특

성상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기 설

계하였다.

4. 축전지 추진 선박의 선회성 제어

  2축 추진시스템에서 축전지 추진 모터의 특성을 감안하

여  선회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어기와 모터

의 인버터 출력 그리고 스티어링의 제어를 통합하였다.

  벡터 측면에서 선외기의 방향각 제어와 추진 방향을 통

한 선외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선실에서 선장이 요구하

는 핸들 각도를 감지하고 선회 시 최적의 상태로 자동으

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6에 전진, 

후진,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에 대한 축전지 추진 선박의 

추진 모터의 회전과 방향 상태를 나타냈었

  

   전지                     후진

    

    전지                     후진

Fig. 6 축전지 추진 선외기의 선외성 최적화 모식도

5. 축전지 배치 및 경제성 검토

  쌍동형 선체의 장점을 이용한 축전지 배치에서 있어 통

상 선박에서는 중량물을 선저에 거치하여 선박의 안정성

을 갖도록 하고 있다.  축전지 추진 소형선박은 전기모터

의 단점으로 인하여 쌍동형의 선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대용량의 출력이 가능하고 저속임을 감안할 

경우 최적화된 선체라 할 수 있다. 쌍동형의 선체인 경우 

횡요의 안정성이 탁월하여 갑판상부에 중량물을 부가하더

라도 안정성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 계산 및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갑판 상부에 탈부착이 용이한 배

터리 거치 장치를 제안하였다. 의자 하부 및 선실 뒤쪽 작

업이 없는 공간에 거치하고, 이제 까지는 갑판위로 배터리

를 거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쌍동형 선박인 경우에는 

갑판위로 거치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어선의 갑판 상부의 선수 쪽에 배터리 실을 배치하여 

배터리의 탈부착과 관리가 용이 하게끔 할 수 있고 기존

의 BMS 장치나 충전기 등도 선저가 아닌 선실 안에 함께 

배치하여 보다 편하게 전기어선을 운용할 수 있게 제안하

였다.            

  경제성의 검토는 배수톤수 4.5톤인 선박인 경우에 일반적인 



엔진 마력과 연안 선박 중에서도 별도의 다른 에너지를 필요

로 하지 않는 선박(전체 선박의 30% 이하)을 대상으로하여 주

관적으로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Table 1 축전지 추진 선박의 경제성 검토  (단위 : 천원)

유류
추진

전기
추진 차 액 비 

고
선체(FRP) 및 
의장비 30,000 25,000 -5,000

추진
기

출 
력 200마력 15kW 

2기
가 
격 20,000 25,000 5,000

20kW 제어시
스템 2조 10,000 10,000

인 버
터 , 
컨 버
터

배터리 제어
시스템 5,000 5,000 3조

5kWh 급 충
전기 5,000 5,000 3조

리듐인산철배
터리
(72V 200Ah 
3조)

30,000 30,000

소 계 50,000 100,000 50,000

최대
속력

최대
속도 30km/h 20km/h

운항
거리 80km

운항
시간 4h

경제
속력

경제
속도 20km/h 10km/h

운항
거리 250km

운항
시간 25h

운항
경비

최대
속력

연료:
    40L
연료비:
80,000원  

전력:
 40kWh
전기료:
 4,000원 

-76,000원
80
k m 
운항

경제
속력

연료:
   100L
연료비:
200,000원  

전력:
 40kWh
전기료:
 4,000원 

-196,000원
250
k m 
운항

소 계

연간 수리
교체비(추정) 2,000 7,000 -5,000

엔진수리비 2,000 500 추정

배터리교체비 6,000
2,000
회 충
전

제어시스템
 수리비 500 추정

참고 : 1시간 운항 시 마력당 0.2L 평균 소모 됨. 선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상기 금액은 원가에 대한 추정

치임.

후기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 평가원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 결과이다.

  6. 결 언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축전지 추진 성능의 단점을 극복하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일룰 수 있는 축전지 추진 선박의 경제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10월 완도에서 제주까지 120km 운항한 아래의 사진

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언급을 가름하고자 한다. 

(제주 도두항에서)

(KBS 9시뉴스 201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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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shear strength at seafloor sediment is estimated in order to use the estimated 
distribution in reliability analysis on mobility of a tracked vehicle for deep-sea manganese nodule mining.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shear strength at KR5 area is parametrically and nonparametrically estimated. In parametric estimation, the 65 uni-modal candidates 
distributions are selected and the best distribution is determined by Kolmogorov-Smirnov test(K-S test). In nonparametric estimation, 
piecewise linear estimation(PLE), kernel density estimation (KDE), and PLE in body and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in tail 

(PLE/GPD) are compared and the best fit is determined by K-S test. Finally, the best distributions in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estimation are compared and best of best distribution is chosen as PLE or PLE/GPD.

1. 서    론 

 

심해저 망간단괴 채광시스템의 부시스템중 하나인 집광로봇

은 주행장치, 채집장치, 송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주행장치는 해저면에서 부양력과 반력을 받아서 망간단괴가 부

존된 곳으로 지속적을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주행

장치의 성능은 해저면의 전단강도, 경사도, 저층해류 등의 환경

적인 요인과 차량속도, 선회반경, 유연관반력 등의 운용적인 요

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중 심해저면의 전단강도는 주행장치의 

침하와 슬립으로 대표되는 주행성능(mobility)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행성능 요인이다.

이러한 심해저면 전단강도는 주행장치가 이동해야하는 대상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위치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주행장치의 체계적이고 합리적 설계를 위해서는 해저면 

전단강도 특성에 대해 기존의 확정론적(deterministic) 접근보다

는 확률론적(stochastic) 접근이 필요하다.

주행장치 설계를 위한 심해저면 전단강도 특성 및 확률분포 

추정연구가 Choi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2011). CCFZ KR5지역  

탐사에서 10년간 117개의 multiple corer(MC) 샘플을 채취하였

따. 이러한 MC 샘플을 대상으로 해저면의 깊이별로 구한 전단

강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편, 물제트 부양형 채집장치가 탑

재된 집광로봇은 주행장치가 해저면과 닿기 이전에 물제트에 의

해 상부의 연약층이 제거가 된다. 이에, 주행장치에 영향을 주는 

전단강도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변곡전단강도(transition shear 

strength, TSS)와 차량접지면(vehicle contact surface, VCS)을 정

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주행장치에 주행에 영향을 

주는 깊이는 채집이전의 해저면이 아니라 VCS에서부터 정의되

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VCS아래 깊이별 전단강도 데이

터는 모두 45개의 샘플로 구성되었다.

Choi 등(2011)은 VCS 아래에 깊이별로 전단강도 분포를 모수

적(Parametric)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모수적 분포추정은 모두 

3단계로 구성된다. (1) 후보분포군 설정(descriptive statistics 활

용 권장), (2) 각 후보 분포에 대해 distribution fitting을 통한 모

수추정, (3) Goodness–of–fit (GOF) 수행 등의 3가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분포(Best fit)를 선정한다. Choi 

등은 후보분포로서 65개의 Unimodal 분포를 선정하였다. 한편, 

각 분포의 특성에 적합한 distribution fitting방법을 선정하여 각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method of moment (MOM), method of L-moment 

(LMOM), least square estimation (LSE)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다. 한편, GOF는 분포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Kolmogorov-Smirnov (K-S) 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65개의 후

보 분포중에서 K-S 검증으로 검증통계치(test statistic)가 가장  

낮은 분포를 각 깊이별로 그리고 깊이전체에 대한 평균과 분산

을 고려하여 구하였다. 전체적으로는 Wakeby 분포와 

log-logistic 분포가 평균과 분산의 기준에서 가장 적합(Best-fit)

하였다. 깊이별로는 Best-fit이 다르게 나타났다. 

Choi 등이 제시한 45개의 적은수의 데이터로부터 모수적 추

정한 확률분포에 대해 비모수적 추정이 필요함을 고찰하였다. 

Table 1은 깊이 10cm에 대한 45개의 데이터에서 임의로 하나씩

의 데이터를 줄여가면서 40개의 데이터까지의 Best fit을 찾아본 

결과이다.

Table 1 Best fit of parametric estimation of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the various sample data at 10cm under VCS,  

of which the number is decreased by randomly removing one 

datum from 45 to 40

No. of
sample

Removed 
Sample

Best fit Parameter
test 

statistic

Critical 
Value,
α=0.05

45 0
Tri-

angular

m=5.08
a=2.0687
b=9.7561

0.06486 0.19837

44 1 GEV
k=-0.20273

s=1.6211
m=4.9813

0.06512 0.20056

43 2 GEV
k=-0.20703
s=1.6474
m=4.9814

0.06483 0.20283

42 3
Pearson 
6 (4P)

a1=44.268
a2=245.9
b=55.986
g=-4.5287

0.06329 0.20517

41 4 GEV
k=-0.19196
s=1.6234
m=4.9069

0.06321 0.20760

40 5 Wakeby

a=7.7212
b=4.7836
g=2.6391

d=-0.40177
x=2.3836

0.05663 0.21012

플데이터 한 개가 줄어들 때 마다 Best fit 확률분포가 변경되

었다. 즉, 샘플데이터의 수가 적을 경우 특별한 확률분포 모델을 

정하는 것이 확률분포 추정에서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후보 분포중에서 선택된 분포로

서 최선을 다한 추정한 결과일 뿐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모

수적 추정은 모수적 추정에서 후보분포를 구한 것과 같은 확률

분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가정이 없다. 이에, 비모수적 추정은 

확률분포 모델에 대한 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가 없고 안

정적으로 확률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으로 해저면 전단강도 확률분포를 추정하

여,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모수적 추정방법과 비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로봇 무한궤도 주행장치의 신뢰

성설계와 강건설계와 같은 확률론적 최적설계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2. 확률분포 비모수적 추정

2.1 확률밀도함수의 비모수적 추정 

Histogram와 kernel density estimation (KDE)은 주어진 샘플

데이터를 이용한 대표적 확률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추정방법이다.

Histogram은 간단하면서 전체적인 경향을 빠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적절한 분할(Bin 크기 선정) 방법에 따라 분

포가 달라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KDE는 식 (1)과 같이 주어진 샘플점에 대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커널(kernel)의 선형합을 통해 PDF를 추정하는 방법이

다.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이나, 정확한 추정을 위해 추정오

차를 최소화하는 대역폭(bandwidth)을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Gaussian optimal smoothing, least square 

cross validation, plug-in bandwidth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

중 Gaussian optimal smoothing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 한편, KDE는 번째 noise factor( )의 random 

variable( ,)의 PDF 추정치(


)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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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kernel, 는 대역폭, 는 샘플의 수, 은 샘플

의 번호를 나타낸다.

2.2 누적분포함수의 비모수적 추정

비모수적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추정방법에는 empiric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ECDF), piecewise linear estimation (PLE), KDE, dual 

method 등이 있다.

ECDF는 단순한 CDF추정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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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함수와 같은 형태로서 Gradient를 원칙적으로 구하지 못

하기 때문에 최적화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PLE는 ECDF의 breakpoint를 선형으로 연결한 것으로 ECDF

를 부드럽게 이은 형태로서 최적화에 이용하기 용이하다. 가지

고 있는 샘플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형태이다. K-S 

검증에서 검증통계치를 구할수 ECDF를 기준으로 하므로 PLE

는 K-S 검증의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추정방법이다.

KDE를 이용하여 CDF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PDF에 대한 

최적 bandwidth는 CDF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ladinovic, 2008). 하지만, CDF 추정에 최적 Bandwidth를 

체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PDF

추정에 최적화된 bandwidth를 CDF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Dual methods는 양쪽의 tail부분과 body 부분을 분할 선형

합의 형태로서 정의하는 방법이다. 즉, 양쪽 tail부분은 PBH 

(Pickands-Balkema-de Hann) 정리라고도 하는 제2의 극한치정



　

Test statistic   (Kolmogorov-Smirnov)

Nonparametric Parametric

Depth 
[cm]

PLE KDE
KDE/
GPD

PLE
/GPD

Best fit model

2 0.011 0.107 0.106 0.052
Dagum 

(4P)
0.097

4 0.011 0.097 0.106 0.052
Pearson 6 

(4P)
0.083

6 0.011 0.070 0.072 0.052
Johnson SB 

(4P)
0.064

8 0.011 0.071 0.058 0.051
Johnson SB 

(4P)
0.048

10 0.011 0.076 0.077 0.063
Triangular 

(3P)
0.065

12 0.011 0.072 0.072 0.061
Wakeby 

(5P)
0.056

14 0.011 0.118 0.118 0.067
Hyperbolic 
secant (2P)

0.084

16 0.011 0.096 0.096 0.040
Log-logistic 

(3P)
0.064

18 0.011 0.085 0.085 0.061
Wakeby 

(5P)
0.086

20 0.011 0.073 0.073 0.053
Beta 
(4P)

0.063

22 0.011 0.068 0.055 0.043
Wakeby 

(5P)
0.042

리(extreme value theorem)를 이용하였다. 본 정리에 따르면 

분포에 관계없이 충분히 높은 threshold이상 부분의 tail에 대

해서는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GPD)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다(Kim et al., 2006). 한편, 몸체부분(중심)은 KDE이

나 PLE로 모델링할 수 있다. GPD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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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ual estimation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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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DE방법에서의 적절한 대역폭의 선정을 통해 추정오

차의 variance와 bias오차 모두를 최소화하도록 선정되어야 하

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과 마찬가지로, dual estimation에서 

GPD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tail부분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threshold는 tail부분의 추정오차를 최소화하도록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Boo(1984)와 Hasofer(1996)은 각각 적절한 

Threshold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3. 심해저면 전단강도 모수적 및 비모수적 

추정방법의 비교 및 고찰

Fig. 1은 Choi 등이 수행한 45개 샘플에 대한 VCS아래 깊이별 

전단강도 데이터의 기술적 통계분석을 위한 Box plot이다. VCS

아래 10cm 이하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Table 2은 모수적

과 비모수적으로 전단강도 분포를 깊이별로 추정한 확률분포와 

와 검증 통계치를 나타낸 것이다. 예상대로 PLE가 가장 우수하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깊이별로 다른 best fit 분포가 추정됨.

구해진 best fit 분포를 확률론적 설계에 반드시 적용하는 것

은 아니다. 즉, best fit보다 적합도는 낮지만(검증 통계치가 더 

높지만) 확률론적 설계기법에 적용하기 유리한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때는 확률분포 추정오차로 인한 정확도와 효율성

을 상호 비교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best fit을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하

기 위해서는 해석에 유리한 분포(예를 들면,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병렬형 초고속 컴퓨터의 개발과 효과적인 

Metamodeling기법의 개발로 Monte Carlo simulation의 적용이 

용이하여 최적화 효율성보다는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와 Fig. 3은 각각 VCS아래 10 cm에서의 전단강도의 

PDF와 CDF의 추정결과를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결과이다. 

PDF 추정은 앞에서 설명한 ECDF, Gaussian optimal 

smoothing 등으로 수행하였다.

Fig. 1 Box plot of shear strength of seafloor sediment at each 

depth under VCS: in each box, the central line denotes 

the median value; the edges of the box indicate the 25th 

and 75th percentiles; the whiskers are the most extreme 

data points not considered as outliers; outliers are plotted 

individually as cross markers(Choi, 2011)

Table 2 Test statistics of nonparametric and parametric 

estimation of probability distributions at each 

depth by means of Kolmogorov-Smirnov test: 

underline denotes the best and 2
nd best fitting 

distribution for each depth



Fig. 2 Nonparametric estimation of PDF at 10cm depth under 

VCS for shear strength seafloor of KR5.

Fig. 3 Nonparametric estimation of CDF at 10cm depth under 

VCS for shear strength seafloor of KR5.

PLE가 K-S test의 관점에서 best fit으로, PLE를 적극 권장한

다. 다만, tail부분의 효과적인 모델링을 위해서는 그 부분만에 

대해 GPD로 추정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공학문제가 높은 신뢰

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tail부분의 추정에 사용되는 

GPD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현재의 데이터를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추정확률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관점에서는 Table 2에서 bold face와 밑줄을 그은 

분포를 모수적이든 비모수적이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잡음인자의 확률분포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고 데이터도 충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신뢰도나 강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MCS을 염두해 두고 잡음인자를 PLE로 추정하는 것이 추천된

다. 한편, 신뢰성기반 최적설계문제에서 target 신뢰도가 높은 

경우 Dual estimation의 PLE/GPD가 추천이 된다.

Fig. 4 Probability difference of estimated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ECDF.

  5. 결    론   

심해저 망간단괴 집광용 주행차량의 확률론적 설계를 위해  

해저면 전단강도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콜

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증의 통계치를 이용한 GOF를 수행한 

결과 PLE가 해저면 전단강도 확류분포를 가장 잘 추정하였다. 

높은 신뢰도를 요구되는 확률론적 설계에서는 대해서는  

PLE/GPD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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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에서 부유사에 의한 밀도차이가 파고분포 및 흐름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우동․정영한․허동수(경상대학교)

하구역에서는 담수와 해수의 염분차에 의한 밀도류의 발생으로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수리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홍수기에는 다량의 부유사가 유입되어 담수와 해수의 밀도차이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서 평

상시와는 특성이 전혀 다른 밀도류를 형성하게 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진행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밀도류를 해석하기 위하여 온도와 염분의 상태방정식을 도입한 

기존의 3차원 수치모델(LES-WASS-3D)에 부유사에 관한 상태방정식을 추가하여 모델을 개량하였다. 새롭게 개

량한 모델을 이용하여 담수와 해수의 염분차이에 의한 밀도류 및 파-흐름 공존장에서 부유사의 농도가 파고분

포 및 흐름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담수 중 부유사의 농도가 염분차이에 의한 밀도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논

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Fig. 1은 하구로 유입되는 부유사농도에 따른 흐름 및 부유사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부유사가 일정한 유속

으로 하구로 유입되는 경우이고, (b)는 파·흐름 상호작용 하에서 부유사의 하구 유입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a)로부터,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사의 농도가 커질수록 저탁류의 흐름이 강해지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파·흐름의 상호작용 하에서의 결과인 Fig. 1 (b)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파·흐름 상호작용이 부유사의 이류·확산에 미치는 영향과 부유사의 농도가 파·흐름 공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현재 분석을 수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강연회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Only current action

(b) Wave-current interaction

Fig. 1 Spatial distributions of flow and suspended sediment at a river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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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에서 밀도차를 고려한 파-흐름의 상호작용에 의한 

파랑변형 및 흐름특성에 관한 고찰

이우동․허동수(경상대학교)

하구는 성질이 다른 두 수괴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물리학적/생화학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곳 중 하나이다. 특히, 

담수-해수, 파-흐름의 상호작용에 의해 하구역에서는 독특한 수리특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성의 분명한 규명은 

하구생태계 및 하구역 방재 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을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기존의 3차원 수치모델(LES-WASS-3D)에 온도 및 

염분에 의한 밀도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상태방정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치해석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하구에서 담수와 해수의 밀도차가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파고분포와 흐름분포

로 분리하여 논의를 수행하였다.

Fig. 1은 하구역의 파·흐름 공존장에서 수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한 3차원 수치수조(Fig. 2 참조)를 이용

하여 계산한 파고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수(파랑)와 담수(흐름)의 밀도차를 고려하였다. Fig. 1로부터 밀도차

를 고려하지 않은 (a)의 경우가 가장 높은 파고분포를 나타내고, 밀도차(Δρ)가 커질수록 낮은 파고분포가 나타

난다. 이것은 밀도차가 커질수록 하구로 진행하는 파랑이 하구로 유출되는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파와 

흐름의 상호작용에서 흐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 Δρ=0.0g/cm
3

(b) Δρ=0.0126g/cm
3

(c) Δρ=0.0294g/cm
3

Fig. 1 Spatial distributions of wave heights due to variation of density difference between 
wave and current

Fig. 2 Definition sketch of 3-D numerical basin for wave-curren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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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리프지형의 특성에 관한 현장조사 및 수치시뮬레이션

이우동․허동수(경상대학교)․곽동호(현대산업개발)

산호로 이루어진 자연리프지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리핀의 몇몇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필리

핀은 적도부근의 아시아 대륙 남동쪽의 서태평양에 산재하는 7000여 개의 산호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현장

조사로부터 리프지형이 가지는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리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아가, 리프지형이 가지는 수리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3차원 N-S Solver의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수치시

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로부터 자연 리프지형이 가지는 수리학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hoto 1은 현장조사에서 얻어진 사진으로서 (a)는 자연리프지형의 벽면을 측면에서 찍은 것, (b)는 수면에서 벽

면의 모서리를 찍은 것, (c)는 바다측에서 육지측을 바라보면서 찍은 산호초의 모습이다(Fig. 1의 Ⓐ, Ⓑ, Ⓒ 참

조). 이상의 현장조사결과로부터 Fig. 1과 같은 개념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자연리프 주변지형은 바닥경사가 완

만한 외해영역, 수심이 급격히 변하는 벽면영역 그리고 수심이 얕으면서 바닥경사가 완만한 연안영역으로 나누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형은 일정한 바닥경사를 가지는 일반적인 연안지형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자연리프지형과 일정한 바닥경사를 고려한 지형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여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낸다. Fig. 2로부터 일정한 경사를 가진 지형의 결과와 비교를 하면, 자연리프지형에

서는 벽면에 의한 반사의 영향으로 외해에서는 부분중복파가 발생한다. 또한 내해에서는 급격한 수심변화에 의

한 쇄파의 영향으로 파고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파랑에너지 감쇠에 탁월한 자연리프지형의 특

성을 확인할 수 있다.

(a) Offshore wall of

natural reef

(b) Surface view of

 offshore wall

(c) Sea side view of 

coral reef 

Photo. 1 Underwater photographies of natural reef in the Philippines

Fig. 1 Schematic diagram of natural reef Fig. 2 Spatial distributions of wave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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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천성항 항내 정온도 

평가에 관한 연구

홍군희
*
․안익성

*
․송광훈

*

*(주)항도엔지니어링

The Study on the Calmness of Cheonseong Fishing Port 

by Hydraulic Model Test

Goon-Hee Hong*, Ik-Seong Ahn*, Kwang-Hoon Song*

*Hangdo Engineering Co. Ltd., Seoul, Korea
   

KEY WORDS: hydraulic model test, numerical analysis, calmness, reflection, overtopping, diffraction, permeability

ABSTRACT: There are two ways of the evaluation of harbour calmness ; hydraulic model test and numerical analysis. There exists 

predominant view that hydraulic model tset is more realistic than numerical analysis because the wave reflection, overtopping, diffraction 
and permeability can be implemented in the same manner as natural phenomena. On the one hand, hydraulic model test tends to have 
a higher value as wave energy can be concentrated in a limited area. Therefore, they must be complemented and validated each other in 

parallel model tests for the exact evaluation of harbour calmness. This study analyzed results between hydraulic model test and 
numerical analysis from the evaluation of the calmness in Chunsung fishing port and the difference of results was more than triples. It 
may be explained that various reasons such as the wave reflection, overtopping, diffraction and permeability has been applied 

comprehensively. In conclusion, it is determined that the influence is exerted by wave overtopping more than other factors.

1. 서    론 

항내 정온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수리모형실험과 수치

모형실험 2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리모형실험은 반사, 

월파, 회절, 수류의 제체 투과와 같은 현상들을 자연과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어 수치모형실험에 비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

적이다. 반면 수리모형실험은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실제보다 큰 값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정온도 평가

를 위해서는 수리모형실험과 수치모형실험을 병행해 상호 검증

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성항 정온도 평가를 위한 수리모형실험과 수

치모형실험 결과로부터 그 차이를 평가하였다.

2. 수리모형실험

2.1 실험장비

실험수조는 48m(길이)×48m(폭)×1.2m(높이)이며, 조파기는 

3.0m×1.2m(높이) 조파판 10개의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다. 수조 

벽면은 1 : 1.5 경사의 쇄석으로 피복하였으며, 조파기 측면 및 

후면에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소파재를 배치하여 재반사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였다.

파고계는 용량식 파고계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캠코더 

및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48m

48m

30m

A PART B PART

조      파      기

조

석

발

생

장

치

제

어

장

치

Fig. 1 Schematic sketch of wave basin.

2.2 모형축척의 적용

수리모형의 축척과 제작은 실험의 목 , 실험수조, 실험시설 

 실험장비 등의 규모와 성능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선택되지

만 가장 요한 것은 실험의 목 에 따라 원형에서의 수리 상

이 모형에서 가장 잘 재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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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면 수리실험에서는 수조의 제원, 조 기 성능, 실험  조

건, 실험수 , 수심  구조물의 마루높이 등을 종합 으로 검토

하여 1/90 축척의 정상모형을 사용하 다.

모형실험의 결과를 원형에 용하려면 모형과 원형 사이에는 

수리학  상사가 성립되어야 하며, 수리학  상사법칙은 모형실

험에서 측정된 여러 물리량을 원형에 용할 때의 환산율을 규

정한 것이다. 항만 수리모형실험은 자유수면을 갖는 랑실험이

므로 력이 유체의 운동을 지배한다. 따라서 모형과 원형 사이

의 상사 계는 Froude 상사율에 의해 지배되며, 제반 인자는 식

(1), (2)와 같이 Froude 상사율에 의거 축소하 다.

 



(1)

  







 



 (2)

여기서, 은 길이를, 는 시간을, 는 속도를 나타내며 아래 

첨자인 와 은 각각 원형과 모형을 의미한다.

2.3 모형제작

해 지형 모형은 수조의 가용 공간과 설계 의 입사 향을 검

토하여 배치하고, 수조바닥에 50~100cm 간격의 정방격자를 그

린 후 이를 참조하여 수심을 재 하 다. 각 등수심별로 모래를 

채우고, 그 에 약 5~7cm 두께의 시멘트 몰탈로 미장작업을 실

시하여 바닥지형  해안을 형성한 고정상 모형으로 제작하

다.

해 지형 모형과 수조의 경계  구조물과 육지의 구분이 명

확하도록 하고, 바닥마찰에 의한 과도한 에 지 손실을 방지하

기 해 모형의 표면을 페인트로 도색하 다.

평면 수리실험에서는 조 장치의 성능, 모형제작조건  실험

수조의 크기를 고려하여 과업 상 면해역 약 DL(-)25m까지의 

해 지형(원형상 1.4km ×3.2km, 모형상 16m×35m)을 축척에 맞

추어 제작하 다. 

조  면에서 모형수심이 시작되는 곳까지 약 5m 내외의 

일정수심 구간을 두었으며, 이는 조 기에 의해서 발생된 가 

일정수심을 하며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거리를 두기 한 

것이다.

모형제작 시  실정을 감안하고, 가능한 상사 재 성을 고려

하여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 으며, Fig. 2에 완성된 모형을 제시

하 다.

2.4 실험방법

실험조위는 삭망평균만조위(DL(+)2.04m)를 적용하였으며, 실

험파는 아래식과 같이 Bretschneider-Mitsu-yasu 스펙트럼을 적

용하여 불규칙파로 재현하였다.

   



      (3)

여기서 는 에너지 밀도, 은 유의파고, 은 유의파 

주기, 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실험파는 600sec까지 조파한 후 200~400sec 사이 400sec 동안

의 자료를 분석하여 설정하였다. 실험파에 의한 통계적 분석은 

영점상향법(zero up crossing method)를 이용하여 개개 파랑의 

파고 및 주기를 파악한 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유의파고 값을 

결정하였다.

실험파는 50년 빈도의 S방향 심해설계파 조건과 WNW 풍파

조건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실험파 제원은 Table 1과 같다.

Fig. 2 Photo for model setup.

Table 1 Wave condition for hydraulic model test.

Wave 
direction

Data Remark

S  = 10.10,  = 14.0 Overtopping

WNW wind speed = 23.33m/s Non overtopping

입사파에 대한 스펙트럼을 분석하였으며, Fig. 3, Fig. 4와 같이 

목표치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Experimental wave spectrum(Dir.=S).



Fig. 4 Experimental wave spectrum(Dir.=WNW).

3. 수치모형실험

3.1 모델개요

수치모형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Madsen과 Larsen(1987)의 유한

차분 ADI 음해법 모델에 Lee(1998)의 외해경계처리기법이 용

된 장단주기 규칙  랑모델인 WADEM (WAve DEforamtion 

Model)이다.

WADEM은 연안역으로 유입되는 랑의 굴 , 회 , 반사 등

을 반 할 수 있는 수치모델로 시간의존 완경사 방정식을 이용

하여 미국 Florida 학과 성균 학교에서 개발된 음해법 모델

이다.

계산의 신속성을 확립하기 하여 Copeland(1985) 식으로부터 

시간에 한 조화성분을 제거하여 시간에 한 변화율을 완만하

게 함으로써 시간 간격의 제한을 덜 받고 단시간 내에 음해법으

로 수치계산이 가능하도록 하 다(Madsen and Larsen, 1987).




∇⋅







 





   (4)








∇   (5)

여기서, 는 입사 를 생성하기 한 내부 조 함수이며, 진

행 인 경우  와 수면에서 정의되는 벡터 

 는 다음

과 같은 계가 있다.

 



⋅ (6)



   (7)

여기서, , ,  는 각각 치, 수, 군속도의 벡터들로 ( ,

 ), (    ), (   , 

    )로 주어지며, 는 향으로 랑의 주 입사 방

향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에 하여 0의 값,   방향으

로는 90도의 값을 가진다.

자유수면  와 

는 자유수면 속도포텐셜  와 다음과 같은 

계를 가진다.

 



, 


∇ (8)

따라서,  와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수 로 다음 식과 같이 진행 ( )  반사 ( )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 (9)

   (10)

가 주로  방향으로 진행 된다고 가정하고 수 의 진행  

성분  와 반사  성분  는 다음과 같이 진폭으로 표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11)

여기서,  는  방향의 단 벡터이이고, 진폭 변 는 수면변

에 비하여 극히 작으므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2)

이상으로부터 수면 변 의 진행  성분  와 반사  성분 

 는 다음과 같이 와 


( 의 주방향이  방향인 경우  성

분,  방향인 경우  성분)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한 이를 통해 

입사    와 반사    를 식 (14)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13)






 
  ,   



 
  (14)

   

이를  와  로 표 하여 입사 고와 반사 고를 구하면 다

음과 같다.


 

  ,  
  (15)

완 반사인 경우는 경계에서의 

를 0으로 설정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 부분반사인 경우  방향에 면한 경계인 경우 

반사율  는 다음과 같이 의 식에 주어진 반사  성분을 입사

 성분으로 나 어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유발하는 경계에서의 



는 식 (17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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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여기서, 

는 경계로 근하는 수의 벡터이다.

3.2 모델수립

정온도 모델의 역은 구조물에 의해 반사된 랑의 향이 

없는 지역까지 충분히 넓게 확장하여 모델의 경계로 설정하 으

며, 계산 격자는 10m의 등격자로 구성하 다.

천성항 내측에 축조 정인 방 제  호안의 면에 한 반

사율은 Seelig & Ahrens(1981)이 제시한 값을 참고하 다. 직립

벽은 0.7~1.0, 사석경사제는 0.3~0.6, 이형소 블록사면은 0.3~0.5, 

직립소 구조물은 0.3~0.8, 자연해빈은 0.05~0.2 정도로 상황  

조건에 따라 해당 범  내에서 용 값을 달리하 다.

기타 수심, 조  랑 등의 자연조건들은 수리모형실험과 동

일하게 하 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천성항 정온도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수치모형실험 결과와 비

교하여 Fig. 5에 제시하 다. 항내 이용수역을 상으로 평가하

을 때 월 조건인 S 향의 경우 수치모형실험과 비교해 약 3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무월  조건인 WNW 향의 경우에도 

2배 정도로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리모형실험과 수치모형실험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리

모형실험이 반사, 월 , 회 , 수류의 제체 투과와 같은 상들

을 수치모형실험에 비해 보다 실 으로 구 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만 그 차이가 S 향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은 

WNW 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월 에 의한 향이 추가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실제 실험 과정에서도 월

에 의한 향을 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 단계에서는 

마루높이를 상향 조정하여 월 를 최소화 하는 단면형식으로 

계획을 변경하 다. 다만 이에 해 추가 인 실험을 수행하지

는 않았다.

(a) Hydraulic model test

 

(b) Numerical analysis

Fig. 1 Comparison of calmness(=10.1m, =14.0sec, dir.=S).

(a) Hydraulic model test

 

(b) Numerical analysis

Fig. 1 Comparison of calmness(W.S=23.33m/s, dir.=WNW).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천성항에 한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상으로 

수치모형실험과의 차이 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실험결과로부터 정온도 수리모형실험이 수치모형실험에 비해 

최  3배 이상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는 반사, 월

, 회 , 수류의 제체 투과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종합

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겠으나 무엇보다 월 에 의한 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단하 다.

다만, 본 연구는 실험안이 2개(S 향, WNW 향) 뿐으로 정량

 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향후 다른 항을 포

함하는 추가 인 조사/연구를 통해 수리모형시험과 수치모형실

험의 차이 과 보완 을 제시할 정이다. 한, 천성항 시공완

료 후 천성항 수역에 한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본 연구 

결과에 한 최종평가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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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efficient and practical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 that intelligently integrates the Latin hypercube 
sampling(LHS) method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FEM) is proposed for caisson-type coast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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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ssive strength of the reinforced concrete, soil parameters, and boundary 
conditions. The LH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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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breakwater in the numerical example.

1. 서    론 

근래 해수면의 상승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해안구조물의 

험도를 래하는 재해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  

교량 지하철과 같은 형 산업기반시설물(infrastructures)의 다

양한 설계변수들에 한 변동성  불확실성을 반 한 구조

험도의 정량  평가인 신뢰성평가와 보다 합리 이고 안 한 

구조물설계를 한 신뢰성기반 설계방법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구조신뢰성이란 용어로 정의되는 구조물에 

한 정량  험도평가는 사실 인 구조물거동의 악과 하

  항력과 련된 설계변수들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고려

하여야 한다(Haldar and Mahadevan, 2000). 이 논문에서는 

표 인 해안구조물인 안벽과 방 제의 안 성 확보를 제로 

한 경제  설계단면의 구 을 해서 력, 조 , 지진계수 등

의 다양한 하 조건, 구조  기하형상  사용재료의 특성, 지

반정수의 특성, 구조물 거동  경계 조건 등의 설계변수들을 

사실 으로 표 하고 그들에 내재된 불확실성  변동성을 고

려한 신뢰성평가 기법을 제안하 다(허정원 등, 2010a & 

2010b; 長尾 et al., 2001).

해안ㆍ해양구조물의 상세 해석과 설계에서 통상 으로 사용

되는 유한요소법과 주요 확률설계변수를 고려하여 규정된 한

계상태에 하여 험도를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

기법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알고리즘 

형태(유한요소법 등)의 한계상태함수가 고려되므로 통상 으로 

용되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 인 상용 유한요소 로그램과 신뢰성해석을 한 효율

인 샘 링 방법인 LHS(Latin hypercube sampling)의 결합으

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신뢰성분석 차를 이 논문에서 제안하

고 이를 이용한 해안구조물의 신뢰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한계상태에 한 계량화된 험도지표를 산정하 다.

2. 효율 인 신뢰성분석 기법

2.1 LHS(Latin hypercube sampling)

직  MCS(Direct Monte Carlo simulation)기법을 용한 신

뢰성해석에서는 낮은 괴확률을 갖는 경우에 모사횟수가 충분

히 크지 않으면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한 유알고리즘 형

태의 한계상태함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시뮬 이션 횟수와 동

일한 수의 확정  유한요소 는 유한차분 해석을 수행해야하므

로 이의 용은 거의 불가능하다(허정원, 2003). 따라서 상

으로 작은 모사횟수로도 괴확률을 비교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LHS, Importance sampling, Directional simulation 등의 

개선된 MCS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부분의 공학  문제에

서 매우 작은 횟수의 샘 링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LHS를 이용한 확률론  신뢰성분석기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Fig. 1 Concept of Latin hypercube sampling

LHS는 Fig. 1에 나타난바와 같이 입력변수 공간에서 값을 추

출할 때 균등한 분포빈도로 추출되도록 각 입력 변수의 범 를 

개의 역으로 나  다음, 각 구간에서 하나씩 추출하되 복

되지 않게 개를 뽑는 방법이다. 즉 어떤 변량에 해서 개의 

값을 추출할 때 원하는 수 개의 배열을 형성한 후 이  하나의 

배열에서만 복되지 않게 추출하는 방법으로 은 추출하고자 

하는 값의 수를 나타내며 는 입력변수의 수로서 변량의 차원

을 나타낸다. 먼  입력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범 를 바탕으로 

변수를 [0, 1]로 표 화한다. 추출 역 균등분포 [0, 1]에서 각각 

독립인 입력변수      와 각 입력변수의 확률분포 형태

에 해당하는 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라 하고,   
은 ×행렬로서 

의 각 열       는 임의순열(random permutation)이며, 이

러한 각 열들은 확률 으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식 (1)과 같이 

×행렬인 의 요소를 정의할 수 있다(문 일 등, 

2004). 즉 는 번째 변수 의 번째 추출 이다.

  


  (1)

여기서  는 목표로 하는 CDF의 역함수이며, 는 각각이 

독립 으로 [0, 1]사이의 균등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의 

식에서 순열 에 의해서 결정된다.

2.2 제안된 효율  신뢰성분석 기법

이 연구에서 용한 LHS기반 확률유한요소법은 상용 유한요

소해석 로그램과 같은 알고리즘 형태의 한계상태함수를 가지

는 복잡학 실제 인 문제에 하여 신뢰성해석을 편리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실용  방법으로서 아래의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① 상구조물의 성능기 인 한계상태와 각 한계상태별 주요 

확률변수를 선정하고, 그 통계특성치를 결정한다.

② 개의 확률변수와 개의 샘 링을 고려하여 LHS 행렬인 

를 생성한다.

③ 각 샘 (LHS 행렬에서 각 행)에 하여 확률변수의 목표 

분포를 만족하는 응 값을 산정한다.

④ 모든 샘 에 하여 단계 ③을 반복한다.

⑤ LHS 기법에 의해 추출된 모든 샘 에 하여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고 련 응답  한계상태함수의 값을 구한다.

⑥ 한계상태함수의 통계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한다.

⑦ 최종 으로 구조물의 신뢰도지수는  로 구하고, 

응 괴확률은 ≈로 산정한다.

제안 기법에 기 하여 컴퓨터 로그램(LHSRA)을 개발하 고, 

이 연구에서 해안구조물의 신뢰성평가를 한 사례에 직 으

로 이용하 다.

3. 해안구조물의 확률론  안 성평가

해석 상인 유공 슬릿 이슨의 경우에는 독립 유닛 이슨

을 보강하기 한 횡방향  종방향 격벽과 하  경감을 한 

유공 슬릿부로 인해 2차원 평면변형률 문제로 해석할 수 없으

며, 개별 유닛을 상으로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ㆍ후면벽, 측면  격벽을 통하여 달되는 하 을 면 슬

래 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기 로 달하는 3차원 특성을 고

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례분석에서는 아래 Fig. 2에 보

이는 유공 슬릿 이슨 안벽  방 제의 3차원 독립 유닛에 

하여 신뢰성해석을 수행하 다. 이 논문에서 고려하는 구조

물의 구조신뢰성해석은 제체의 활동, 도  지지력의 외 안

정성에 한 평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슨 구조체의 구조  

험도를 평가하므로 기  사석  원지반을 모델링을 하지 

않았다. 다만 경계조건에서 이슨 바닥슬래 에 력방향의 

일정 값의 강성도를 갖는 지반스 링을 도입하여 기 사석 마

운드의 지지력을 모델링하 다.

(a) 유공 슬릿 이슨 안벽 (b) 유공 슬릿 이슨 방 제

Fig. 2 Coastal structures to be used in the analyses

한계상태함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계상태별 최  응답이 

발생하는 력조건을 결정하기 하여, 각종 설계변수의 평균

값을 확정 값으로 사용한 확정  유한요소해석(MIDAS)을 수

행하 다. 이슨은 3차원 이트, 상치콘크리트는 3차원 솔

리드 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기 사석은 수직 방향 강성을 갖

는 탄성스 링(elastic-link)으로 모델링하 다.



한계강도 한계상태 (구조 요소별 모멘트강도) 사용성 한계상태

구조요소 면벽 후면벽 체구조계 수직처짐

신뢰성지수 
등치선도

신뢰도지수 =3.26 > T=3.0 =3.41 > T=3.0 =5.03 > T=3.0 =5.74 > T=3.0

괴확률 =5.63×10-4
=3.20×10-4

=2.40×10-7
=4.71×10-9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for a quay wall

3.1 한계상태함수

구조물의 한계상태함수는 일반 으로 극한강도와 사용성에 

하여 고려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들에 하여 해안 구조물

의 안 도를 평가하 다. 극한강도 한계상태에서는 구조체의 

주요 부재요소 별로 발생하는 최 휨모멘트( )가 각 부재

요소의 설계휨모멘트()를 과하는 상태를 괴라고하며, 

아래 식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2)

여기서 와 는 안벽의 철근 인장강도  콘크리트 압축강

도로 확률변수이며 그 통계  특성치는 Table 1과 2에 제시하

다. 는 각 표본 에 한 확정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구한 부재요소별 최 휨모멘트 값이며,  ,   는 각 부재

요소별 인장철근량, 단면 유효높이  단면폭으로 확정변수로 

고려하 다.

해안구조물의 사용성의 검토를 하여 최  허용변 에 

한 아래 식 (3)의 한계상태를 고려한다.

    (3)

여기서 는 수직방향  수평방향의 허용변 를 나타내는 

확정  값으로 재 국내 련 설계시방서(해양수산부, 2005)에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문헌(Kim and Park, 

2003)에 의하면 국내의 인천공항, 부산 신항 등은 완공 후 50

년까지 발행할 수 있는 잔류침하를 포함하여 최  30cm를 허

용 침하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용을 근거로 이 논문에서

는 붕괴방지수 의 수평방향 허용변 와 잔류침하를 포함한 

최  허용 침하량인 30cm을 용하여 안벽의 경우 그 반인 

15cm, 방 제의 경우 1/3인 10cm를 탄성침하에 의한 허용수

직변 로 가정하여 신뢰성분석을 수행하 다.

3.2 확률변수 선정  확률변수의 통계특성치 결정

기 신뢰성해석 결과에서 나타난 확률변수들의 민감도지수

()와 문헌을 참고하여, 안벽과 방 제의 신뢰성해석을 하여 

각기 12개와 9개의 확률변수를 Table 1  2와 같이 선정하

다. 한 확률변수의 통계  특성치인 평균값, 변동계수, 그리

고 분포형태도 다양한 문헌자료(Kawai et al., 1997; Nikolaidis 

& Kaplan, 1991; Melchers, 2001; Huh & Haldar, 2001; 

Oumeraci et al., 2001; 長尾 et al., 2001; 허정원, 2003)에 기

하여 결정하 다.

분류 확률변수 (SI 단 ) 설계값 평균  변동
계수

분포
형태

재

료

특

성

이
슨
/

상
치

RC 
Con'c

 단 량 


(kN/m
3
) 24 23.52 0.98 0.02 N

 탄성계수 


(MPa) 29755 29755 1.00 0.06 LN

Con'c
 단 량 


(kN/m3) 22.6 23.05 1.02 0.02 N

 압축강도  (MPa) 35 41.65 1.19 0.06 LN

철근  인장강도  (MPa) 400 440 1.10 0.07 WEI

채움
재

모래/
사석

 포화단 량 

(kN/m3) 20 20.4 1.02 0.04 N

기 사석  수직강성도계수  (kN/m2) 5217 5217 1.02 0.15 LN

하

수압/부력  수압/부력계수 
 1 1 1.00 0.20 N

토압  토압력 계수 
 1 1 1.00 0.10 N

크 인
하

 크 인하 
 1 1 1.00 0.10 EVD

견인력  견인력 
 1 1 1.00 0.10 N

상재 
활하

 상재하  계수 
 1 1 1.00 1.10 EVD

 여기서 =평균/설계값인 평균치 비(比)

Table 1 Random variables and statistical properties (Quay wall)

분류 확률변수 (SI 단 ) 설계값 평균  변동
계수

분포
형태

재

료

특

성

이
슨
/

상
치

RC 
Con'c

 단 량 


(kN/m
3
) 24 23.52 0.98 0.02 N

 탄성계수 


(MPa) 29755 29755 1.00 0.06 LN

Con'c  압축강도  (MPa) 35 41.65 1.19 0.06 LN

철근  인장강도  (MPa) 400 440 1.10 0.07 WEI

채움재
모래/사석

 포화단 량 

(kN/m3) 20 20.4 1.02 0.04 N

기 사석  수직강성도계수  (kN/m2) 5217 5217 1.02 0.15 LN

하 력
수평력  압수평력계수 


1 1 1.00 0.22 N

양압력  압양압력계수 


1 1 1.00 0.26 N

부력  부력 계수 


1 1 1.00 0.15 N

Table 2 Random variables and statistical properties (Breakwater)

3.3 확률론  안 도평가 결과  고찰

술된 LHS기반 신뢰성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유공 이슨 

안벽과 방 제의 극한강도  사용성 한계상태에 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 다. 안벽과 방 제의 신뢰성해석에서 고려한 

확률변수는 각기 12개와 9개이고, LHS에서 용한 샘  수는 

50개이다. 유공 슬릿 이슨 안벽의 강도한계상태에 한 신뢰

성지수 등치선도(reliability index contour)를 Table 3에 표시하

다. 그리고 두 구조물의 최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요소에서 

강도한계상태와 구조계 체의 수직처짐에 한 사용성 한계

상태에 한 신뢰성해석 결과를 신뢰성지수와 그에 응하는 

괴확률로써 Table 4와 5에 각 각 나타내었다.



구조요소                 구분 신뢰도지수() 괴확률( )

방

제

휨 
모멘
트 

강도

면벽 단부    
×

 

면벽 돌출부    
×

 

면 유수실 종격벽    
×

 

횡격벽 앙부    
×

 

 Toe    
×

 

수직
처짐 체 구조계    

×
 

Table 5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for a breakwater

구조요소                구분 신뢰도지수() 괴확률( )

안

벽

휨 
모멘
트 

강도

면벽    
×

 

후면벽    
×

 

첫 번째 유수실 슬릿부    
×

 

 앙    
×

 

수직
처짐

체 구조계    
×

 

Table 4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for a quay wall

신뢰성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요소의 극한강도 한계상

태와 사용성 한계상태에 한 신뢰도지수는 통상 인 해안구

조물에 용되는 목표신뢰도지수 2.5~3.0을 모두 상회하므로 

충분한 안 도를 확보한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제안된 신뢰

성기법은 유공 이슨 안벽  방 제와 같은 복잡한 실제 해

안구조물의 사실 인 구조거동과 다양한 설계변수들의 불확실

성을 명확히 고려한 신뢰성평가에 용될 수 있으며, 상 으

로 매우 은 수의 샘 로도 정한 수 의 정확도를 확보 할 

수 있으므로 효율 이고 실용 인 구조신뢰성해석 기법인 것

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LHS(Latin Hypercube Sampling)과 상용 유한

요소 로그램을 결합한 새로운 신뢰성해석 기법을 용하여 

표 인 해안구조물인 이슨식 안벽과 방 제에 한 신뢰성해

석 차를 확립하 고,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LHS기반 신뢰성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차를 정

립하 으며 실제 해안구조물인 이슨형식 안벽과 방 제에 

용함으로써 사실 인 구조신뢰성해석에 한 방법론을 확립

하 다.

(2)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이 확률론  안 성평가

에서 계산상의 효율성이 매우 우수하며, 상 인 정확성을 보

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제안기법은 유한요소법과 같은 알고리즘 형태의 암시  

한계상태함수를 갖거나 비선형해석, 복합재료, 다양한 기하형

상 등의 복잡한 구조거동을 고려한 실제 인 구조물의 신뢰성

평가에 매우 합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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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waves from the north and north-eastern directions hit the harbor in winter, siltation occurs as a result of the 
northward transport of the shore sediment. In summer, a littoral current directed from south to north is predominant, and it results in 
the formation of deposits around the south groin and at the harbor entrance. Thus, an annual deposit is formed by the northward 

littoral current on the south shore of the harbor and siltation continues to occur at the harbor entrance. Although the authorities 
dredged about 15,985 m³ of sand in July 2010 for the first time, the harbor is sanded up again by now. In conclusion, the extent of 
siltation has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Leaving this issue unaddressed will necessitate the dredging of over 15,000 m³ of sand 

deposits at the harbor entrance every year to ensure that the harbor continues to be accessible to ships.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등 해역환경의 변화가 급변하면서 고파랑으

로부터 항내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파제의 확장공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외곽시설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항내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항구 및 항내의 퇴적현상이 급

격하게 이루어져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

한 구조물에 의한 침·퇴적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다. 국외 연구로는 Alsina 등(2009)이 수치모형과 수리

실험을 통하여 포말대에서의 부유사거동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

으며, Hartmann 등(2009)은 해안구조물 설치에 따른 지형변동

과 동역학적 거동 특성에 대하여 현장관측을 통하여 해석하였

다. 국내 연구자로서는 김인호(2004), 이종섭 등(2007)과 김인호 

등(2008)은 구조물설치에 따른 토사흐름 특성에 대하여 수치해

석을 통하여 연구를 하였다. 

공현진항은 1999년에 제1종 어항(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2000년 9월에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2001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현진항 건설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에 완공하였다. 그러나 

공현진항은 2005년 동방파제와 2007년 남방파제 축조이후 항내

퇴적이 심각해 유지준설을 시행중에 있다. 공현진항과 인근 백

사장에 대한 매몰 및 침식 실태를 일정기간 현지 조사하여 수치

모형실험의 입력 및 검증자료를 제공하고, 매몰 원인분석 및 인

근 백사장 모래유실방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매몰저감대책을 수

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현지 및 해양조사 

결과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현진항의 방파제 확장공사로 

침·퇴적문제 및 주변의 해안선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대상지역 

공현진항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위치하고 있으

며, 북으로는 가진항, 남으로는 오호항과 배후에 송지호가 위치

하고 있다. 1967년도에 140m에 이르는 북쪽 방 제의 건설 이후

로 항구로 입사되는 랑의 외력을 비하기 하여 2005년도에 

방 제를 연장하여 총 535m의 연결 공사를 완료하 다. 한 

2007년도에는 남쪽 방 제 255m와 방  호안(dike) 60m의 조성

을 완료하 다.

(a) Aerial Image

(b) Breakwater

(c) Groin

Fig. 1 Whole view of Gonghyeonjin Fishing Port

2001년부터 발생된 항구 입구부의 모래 퇴 은 2007년도 이후부

터 더욱 심각해져 남쪽 방 제 남향 부 로 퇴 된 모래가 남방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구 분 

 년 도

면적(m
2
)

공현진해수욕장 송지호해수욕장 합 계

1991년 11월 50,533 269,777 320,310

2004년 60,092 364,015 424,107

2005년 11월 51,358 345,706 397,064

2009년  8월 47,480 320,114 367,594

2010년  9월 45,227 321,097 36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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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d status of beach plane area between Gonghyeonjin beach and Sonjoho beach

제 첨단 부분을 넘어 동방 제 첨단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김

인호와 송동섭, 2013). 이로 인하여 항구 입구부의 선박 항로 유

효폭인 60m의 반에 이르는 부분이 수심 0.5～1.0m 이내로 변

화됨에 따라 입출항 선박의 하부가 모래톱(sand spit)에 걸리고, 

항행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임시 인 방

법으로서 최근까지 4년간 약 8만톤의 설작업을 실시하 음에

도 불구하고 원천 인 문제 해결이 이 지지 않고 다시 퇴 이 

발생하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다. 

3. 해안선 변화 및 수심 조사 분석

공현진항의 매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안선 변화 및 

수심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안선 조사는 조사해역 육지와 

해빈의 경계선 확정으로 항내 매몰과 주변 해빈 유실의 정량

적 분석기준 마련 및 대상 해안 지형의 계절 변화 파악하기 

위함이다. 수심 변화 분석은 대상 해안 전면 해역의 수심과 해

저지형 변화파악 및 수치모형실험의 기초 및 검증자료로 활

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Table 1에 조사 시기를 표시하였다.

항목 내        용
해 안 선

및

해빈조사

◦5km × 3회
  1차 : 2011년 09월 28일 ~ 30일
  2차 : 2012년 04월 09일 ~ 10일
 3차 : 2012년 07월 24일 ~ 25일

수심측량

◦항내 : 6.2㎞(10m pitch)×3회
◦항외 : 32㎞(100m pitch)×3회
  1차 : 2011년 09월 28일 ~ 30일
  2차 : 2012년 04월 09일 ~ 10일
 3차 : 2012년 07월 24일 ~ 25일

Table 1 Information of surveying period



구역 공현진항 입구부

산정기간
2010. 06~
2010. 11
(5개월)

2010. 11~
2011. 03
(4개월)

2011. 03~
2011. 10
(7개월)

2011. 10~
2012. 04
(6개월)

2012. 04~
2012. 07
(3개월)

2010. 06~
2012. 07
(25개월)

면적 12,242㎡(항 입구부 수면적)

퇴적량
(ⓐ, m3/기간) -2,606m3 6,140m3 13,522m3 -11,037m3 1,039m3 7,058m3

준설량
(ⓑ, m3) 15,700m3 - - 19,307m3 - 35,007m3

실제 퇴적량
(ⓐ+ⓑ, m3/기간) 13,094m3 6,140m3 13,522m3 8,270m3 1,039m3 42,065m3

퇴적고(cm/기간) 107.0cm 50.2cm 110.5cm 67.6cm 8.5cm 343.6cm

년간퇴적률(cm/yr) 256.8cm 150.6cm 189.4cm 135.2cm 34.0cm 164.9cm

 Table 3 Surveyed result of sand deposit 

공현진항 북측과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공현진 해수욕장과 

송지호 해수욕장의 해안선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DGPS를 

휴대하고 해안을 따라 Swash Zone을 따라 이동하면서 약 1초 

간격의 해안선 경·위도 좌표를 취득하였다. 각 조사 시기별로 

분석한 해빈 평면적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조사 결과

에 따르면 공현진 해안은 침식, 퇴적을 반복하나 장기적으로는 

해빈면적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공현진 해안은 공현진항 

완공 후 남방파제 남측해안은 퇴적되고 2004년 이후 공현진해

수욕장과 송지호해수욕장은 지속적인 침식이 진행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공현진항 주변해역에 대한 수심 측량은 1차년도(2010년 06

월, 2010년 11월, 2011년 03월)에 실시하여 취득된 데이터와 2

차년도 2011년 09월, 2012년 03월, 2012년 07월에 실시한 3회,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취득한 수심 원시 자료는 위치자료 

보정, 오측심 제거 등의 보정 과정을 거쳐 최종 D.L하 수심으

로 도출하였으며, 항내와 항외를 구분하여 각 조사시기별 수심

변화를 분석 하였다. 공현진항의 수심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는 Figure 2에 표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에 항내 매몰 현상은 

춘․하․추계를 거치면서 주로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준설 이전인 2010년 06월 1차 조사 결과에서는 항입구부 

좌측이 수심 1미터 미만으로 분포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시 안

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2010년 11월 2차 조사결과 준설

로 인해 수심이 3m ~ 3.5m 로 조사 되었으나 준설 후 급속 

매몰이 발생하여 좌측으로부터 다시 퇴적이 진행되고 있었다. 

2011년 03월 3차 조사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이 동반되어 준설

이전인 수심 1.5m 의 매몰이 진행 되었다. 2011년 09월과 2012

년 04월, 2012년 07월 조사에서도 준설 직후에 빠져나간 모래

가 동계를 거치면서 다시 퇴적되고 있어 준설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매몰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

로 판단된다.

4. 매몰 원인 분석

공현진항에 대한 해양조사 결과 계절별, 파랑특성은 춘ㆍ하

계에는 NE~SE파향, 추ㆍ동계에는 NE~E파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흐름 및 표사이동 형태는 NE~ESE 파랑 내습시 

남측에서 북측으로의 이동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

사 결과에서는 공현진해수욕장(가진항~공현진항)은 지속적인 

해빈면적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송지호해수욕장

(공현진항~오호항) 북측(공현진항 인근, KH02-A)에는 지속적인 

해빈 면적증가 경향과 더불어 남측해안은 춘ㆍ하계에는 침식, 

추ㆍ동계에는 퇴적되나 전반적인 침식경향을 보이고 있다. 

항 입구부 매몰량은 연평균 20,062m
3/year, 연평균 퇴적고는 

164cm/year로 춘ㆍ하ㆍ추계를 거치면서 주로 퇴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회의 하천유사량 관측결과 하천에서의 표사공급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모형 실험결과에서는 항 입구부가 표사이동이 활발한 

쇄파대 내에 위치하고 방파제로 인한 차폐역 및 표사분리대 

형성으로 공현진항 남측해안 동계(NE, ENE) 이상파랑 내습시 

남방파제 남측에서의 북향순환류 발생과 하계(E, ESE) 이상파

랑 내습시 북향류 우세 특성에 의해 항 입구부로 모래가 이동

되어 매몰되는 것을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요 표사유입원은 공

현진항 남측의 송지호해수욕장에서 공급되는 북향 연안표사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 조사를 통하여 공현진항의 매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판단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매몰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변 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지 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송지호 해수

욕장에서 유입되는 연안표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침식과 매몰 현

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항 입구부로 모래를 

이동시키는 북향 순환류 저감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공법 투입

도 고려해 봄직 하다. 어항 건설로 이미 변화된 파랑 차폐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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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s of water depth in Gonghyeonjin Fishing Port

에 신규 구조물 설치나 퇴적토를 활용한 준설 및 양빈 계획으로 

주변 해안의 2차 침식을 방지하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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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inuous development has caused coastal deformation along the eastern coast of South Korea. The hinterland of Namae beach 
incurred damaged in the loss of property by the erosion of shore. A groin was constructed to prevent beach erosion. In 2011, ~40 m of the 
sandy beach at Namaeri village disappeared because of erosion. The study area—a littoral drift cell—is a 5.27 km stretch of the beak-shaped 

Namae and Sodol beaches. The erosion-induced spatio-temporal changes in sand movement attributed to the presence of the groin were analyzed. 
Seasonal changes in the total shoreline of this cell for the period 2007–2011 was studied using RTK GPS; advance and retreat of the shoreline 
and the changes in shore area were examined using field measurement data and aerial photographs taken before groin construction. In winter, 

when waves approach from north—northeast, the longshore current is split along two directions; the northward and southward waves approach 

Namae beach and the region to its south, respectively. Namae shore area near the groin increased by 3,862  during December 2010–

December 2011; the area tended to decrease during summer and increase during winter. Sodol shore area was 2,446  in June 2010; the 

shore was completely washed by 0  in December 2010. Although 3,189  of the shore was recovered by artificial nourishment in June 

2011, the area decreased by ~50% (1,640 ) in December 2011; the changes in the beach width of this shore showed a similar tendency. The 
cross section of the region around Whasang River which is located below Namae beach under went major changes. The measured variations 

were 76.882  (August 2010), 82.003  (December 2010), 80.719  (June 2011), and 109.600  (December 2011). Data analysis 
revealed that the cross-sectional area increased at a greater rate in the winter than in summer. The foreshore slope in 2011 was 1.6° steeper 

than that in 2010. In conclusion, Sodol beach—the southern part of the cell—underwent severe erosion (decrease in area: 3,862 ); the sand 

was transported to the north and deposited at Namae beach (increase in area: 1,640 ).

1. 서    론 

경제성장과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

행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 되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많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타 시도에 

비하여 산업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는 해안관광에 대한 많

은 관심과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태백산맥과 동해가 

맞닿아 평균 6.8km의 폭을 유지하고 있는 지형학적 특성으로  

도시 구조는 남북으로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 

및 지형학적 특성으로 도시 확장에는 한계성이 있어, 해안 도로 

및 해안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해안 사구를 훼손하기에 이

르렀다. 사구 훼손으로 해안재해에 대한 완충지가 사라져 해안

침식은 가속화 되었다. 

 본 연구는 2007년도 강원도 양양군 남애3리 지역에 고 파랑

으로 해안도로가 붕괴되는 등 해안침식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

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2008년도에 해안침식방지를 위하여 돌제

를 축조하였으며, 남애3리 해변은 크게 증가를 하여 성공적인 

공사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남애1리 남측에 위치한 소돌 해변은 

2010년도에 침식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구조물에 의한 침·

퇴적에 대한 연구는 국외 연구자로서는 Alsina 등(2009)은 수치

모형과 수리실험을 통하여 포말대에서의 부유사 거동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Hartmann 등(2009)은 해안 구조물 설치에 따

른 지형 변동과 동역학적 거동 특성에 대하여 현장 관측을 통하

여 해석하였다. 국내 연구자로서는 김인호 등(2004), 이종섭 등

(2007)과 김인호 등(2008)은 수치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설치에 따

른 토사흐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돌제 구조물 

축조에 따라 주변 해안의 토사이동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현장관측 및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지역 

  연구대상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과 강릉시에 접하는 남애항에서 

소돌항까지의 해변 지역으로  해안선 길이 5.27km의 일자형 해

변으로 유입 하천은 화상천과 향호가 있어, 화상천을 표사공급원

으로 하고 있다 (Fig. 1(a)). 남애1리 해변은 강원도 양양군 현남

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남면 남애1리 해변의 경우 수년 전 해

안침식 때문에 Fig 1(e)와 같이 2011년에는 마을 앞 백사장 40여

m가 사라져 여름 한때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다. 

따라서 단위표사계는 남해항과 소돌항을 기준으로 형성하였

고, Fig 2와 같이 300m 정도의 간격으로 19개의 기준점들을 설

정하였다. 단위표사계내에는 남애1리 해변, 지경해변, 주문진 해

변과 소돌 해변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표사계내의 남측의 소돌 

해변은 크게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편이다.   

(a) Study area 

(b) Ⓐ Sodol Beach ; 

decreased shore (2012.3.9)

(c) Ⓑ groin construction and 

increased shore at Namae1ri 

Beach (2010.10.4)

(d) Ⓒ erosion in the bottom 

of seawall (2011.09.19)

(e) Ⓓ damage after 

restoration at the Sodol 

Beach (2010.10.4)

(f) Ⓔ collapse of the road

(2010.10.4)

(g) Ⓕ  the stream which 

proceeds from Hyang Lake

Fig. 1 The coastline and situation of study area

2.3 물리 조사 

해안선 관측의 경우, 해안선의 길이가 비교적 짧거나 장비의 

진입이 불가한 곳은 DGPS를 휴대하여 포말대(swash zone)을 

도보로 해안선 자료를 직접 획득하였다. 또한 DGPS를 이동장비

(수륙양용차, 개조된 콤바인 및 트랙터 등)에 장착하여 저속으로 

포말대를 이동하면서 해안선을 취득하였다. 

해빈단면관측은 수심조사와 병행하였으며, 해변에 배치된 기

준점에서 포말대까지, 포말대에서 수심 1.5m정도까지는 직접 

GPS를 이용해 단면의 높이값을 측정하였고,  수심 1.5m부터 수

심 25m까지는 직접 배에 음향측심기(echo sounder)을 장착하여 

해안단면을 조사하였다.

해빈류는 GPS를 탑재한 부표를 파랑관측과 동일한 기간 동안 

관측하였으며, 10분 간격으로 위치자료를 취득하였으며 이동속

도와 방향을 산출하였다.

관측은 Table 1과 같이 총 9차에 걸쳐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행되었다.

Fig. 2 The littoral drift cell and 19 control points

Table 1 Survey time and measurement contents 

Contents 1st 2nd 3rd 4th 5th

Shoreline 2010.4 2010.6 2010.8 2010.10 2010.12

Cross-shore 
profiles

- 2010.6 - 2010.10 -

Contents 6th 7th 8th 9th

Shoreline 2011.6 2011.7 2011.11 2011.12

Cross-shore 
profiles

2011.6 - - 2011.12



3. 결과 및 분석

3.1 표사계내 양상 

동계 N ~ NE계열 파랑 내습시 연안류의 방향이 분리되어 차

폐역이 형성됨으로써 남애 도류제 부근 GW23-01번에서는  북

향으로, 남측해인 GW23-02~06번 구간에서는 남향으로 발생되

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GW23-01번 구간에서는 퇴적

이 발생하였고, 차폐역 남측구간인 GW23-02~06번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해빈류

 해빈류 조사(2012년 5월)에서는 부이 1 ~ 4번 모두 북향류의 

영향을 받아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계 S ~ 

SE 계열 파랑 내습시 연안류의 방향은, 남측에서 북측으로 이동

이 탁월하기에 도류제 부근에 지속적으로 퇴적이 발생한다.

3.3 해빈폭 변화

해빈폭 변화 검토에서는 표사계 북쪽 남애 도류제 부근 

GW23-01번 해빈폭변화는 2011년 06월 30.4m로 해빈폭이 좁고, 

2011년 11월 43.7m로 해빈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계절별 분

석으로 보면 하계에는 해빈폭이 감소, 동계에는 해빈폭이 증가

되었다. 

표사계의 남측인 우암진 구간에서는 남측 우암진 구간에서의 

해빈폭 변화는 2010년 6월의 해빈폭은 13.2m로 관측되었고, 

2010년 12월에는 100% 침식되어 (해빈이 유실되어) 조사할 수 

없었다. 2012년 5월 양빈으로 인하여 2011년 6월 조사시 해빈폭

이 13.2m로 조사되었지만, 2012년 12월 조사에서는 양빈한 해빈

도 다시 유실되어 관측할 수 없었다.  

(a) GW23-01~GW23-10

(b) GW23-11~GW23-19

Fig. 3 Changes of beach width compared to April, 2010.

3.4 해빈평면적 변화

해빈평면적 변화 검토에서는 GW23-01번 지역인 도류제 인근

에서는 2010년 12월 조사에서 평면적이 13,216
로 조사 결과 

적은 관측값으로 나타나고, 2011년 12월 조사에서 17,078
로 

조사 관측값 중 가장 큰 값이 나타났다. 

계절별로 비교해보면 하계기간에는 평면적이 감소하지만, 동

계기간에는 평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GW23-19번 구

간에서는 2010년 6월에는 2,446
로 조사되었지만, 2010년 12

월에는 해빈이 유실되어 0㎡되어 100% 해빈이 유실되었다. 

2011년 5월에 양빈을 하여 2011년 6월 조사에서 해빈평면적은 

3,189
였지만, 2011년 12월에는 1,549

로 약 50% 감소되었

다. 

(a) GW23-01~GW23-10

(b) GW23-11~GW23-19

Fig. 4 Changes of beach plane area compared to April, 2010.

3.5 해빈단면적 변화

해빈 단면적 검토에서는 화상천 하천이 있는 GW23-05, 

GW23-15번 지역에서 단면적 변화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GW23-05번의 단면적 변화는 2010년 8월에는 76.882㎡ 12월에

는 82.003㎡ 2011년 6월에는 80.719

, 12월에는 109.6

으로 

조사되어 하계보다 동계에 단면적이 증가하였다.

GW23-15번 구간의 단면적 변화는 2010년 8월에는 78.864

, 

12월에는 92.425

 2011년 6월에는 73.368


, 11월에서는 

80.085
로 관측되었다. 이 구간에서는 하계보다는 동계에 단

면적이 증가되었다. 

(a) GW23-01~GW23-10

(b) GW23-11~GW23-19

Fig. 5 Changes of cross-shore sectional area compared to April, 

2010.

3.6 전빈경사 변화

전빈경사는 2010년 조사에서는 8월 8.0˚, 12월 6.1˚ 2011년 조

사에서는 6월 10.9˚, 11월 8.8˚로 관측되어, 하계시기에 경사가 더 

급함을 나타나고 있고, 2011년 조사에서는 2010년 조사에서보다 

단면적과 전빈경사가 더 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 GW23-01~GW23-09

(b) GW23-10~GW23-19

Fig. 6 Changes of foreshore slope compared to April, 2010.

2007년 고파랑으로 남애1리 해안도로의 붕괴를 경험하였으

며, 이후 돌제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 해빈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소돌해변은 2010년 4월에 비하여 6월 조사에서 8,000 

감소하였으며, 8월 조사에서도 11,700이상 감소하였다. 10월 

조사와 11월 조사에서 7,500 정도 면적증가량을 보이고 있

지만, 여전히 12,000 가량 부족하게 조사되었다. 

2011년까지 단위표사계내에서 돌제 건설로 인하여 남측의 

모래가 북측으로 크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사계내의 남측의 소돌 해변은 크게 침식이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남애 해변은 3,862의 평면

적이 증가하였으나, 소돌 해변은 1,640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RTK GPS 이용하여 

표사계 전체 해안선의 계절적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해안선의 

전후퇴와 평면적의 변화를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다. 

(1) 해빈폭 변화 검토에서는 2010년 4월 조사와 비교하여 남

애1리 해변(GW23-01)은 20m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GW23-02∼GW23-06 구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어 남측의 모래가 북향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

으며, 남측 소돌해변 에서는 크게 감소하여 북측으로 이동함을 

보이고 있다.  GW23-07∼GW23-15 구간까지는 일부 해안선이 

후퇴를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후 소돌 해변은 크게 침식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

빈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해빈 평면적 변화 검토에서는 향호하구(GW23-13구간)를 

경계로 북측은 일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남측은 크게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단면적 변화 검토에서는 화상천 하구와 향호 하구가 크

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빈경사는 전반적

으로 10° 내외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구간별로 큰 변화를 보

이고 있어 모래의 이동이 활발함을 보이고 있다.

(4) 남애1리 해변의 생성과 소돌 해변 침식간의 인과관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밀조사를 통하여 대

책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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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Erosion/corrosion (침/부식), Local wall thinning (국부 감육), Internal pressure (내압), 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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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ipelines are apt to erosion/corrosion because of the high-speed flow of water and steam with high temperatures/high 

pressur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an experimental and finite element analysis on the fracture behavior of straight pipes with local 
wall thinning under internal pressure. Local wall thinning was machined on the pipes in order to simulate erosion/corrosion metal loss. 
The configurations of the eroded area included an eroded ratio of d/t=0.80∼0.92 and an eroded length of l=25, 50 and 102 mm. 

Three-dimensional elastic-plastic analyses were also carried out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which is able to accurately simulate 
failure behaviors. In regards to the relation ship between pressure and eroded ratio, the criterion that can be used safely under operating 
pressure and design pressure were obtained from this calculation.

1. 서    론 

 

현대 사회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플랜트 

및 해양구조물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안전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구조플랜트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장기간 사용한 구조

물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고려한 경우에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플랜트의 배관은 사용 

중에 다양한 종류의 열화,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결함으로서 균열 또는 침/부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육을 생

각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균열 및 감육 배관의 강도와 

파괴기구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내압에 의한 파

손 기구에 의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압을 받는 탄소강 배관의 감육부 

형상 및 감육 정도가 배관의 강도와 파괴기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여, 파손 한계기준을 도

출하였다.

2. 시험편 및 해석 방법

해석에 사용된 재료는 외경 48.6mm, 두께 5.1 mm인 

Schedule 80 STS370 고압탄소강배관이다. 직관시험편의 형상

과 치수를 Fig. 1에 나타낸다. 여기서 두께t에 대한 감육깊이d

의 비율을 감육비d/t로 정의하였다. 감육결함은 배관의 외측에 

가공하였다. 

해석은 발전 플랜트의 2차 냉각수 계통의 운전압력과 설계압

력을 각각 6.2 MPa, 15 MPa로 가정하였다. Fig. 2는 FEM 모

델의 한 예를 나타낸다. FEM 해석은 ANSYS Ver.11.0으로 탄

소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델링은 육면체 20절점 요소와 사면

체 10절점 요소로서, 대칭성을 고려하여 1/4 배관모델을 만들

었다. 해석은 Von Mises의 항복조건을 사용하였다. 해석은 내

압을 변화시키면서, 그 때의 변위를 구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영률은 206 GPa,  포아송비는 0.3으로 하였다. 

Fig. 1 Shape and dimensions of a straight pipe specimen

Fig. 2 An example of 1/4 modelling for the FEM analysis 

model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von Mises 항복 조건에서 얻어진 응력-변형률을 

감육 길이에 대하여 감육비를 변수로 나타낸 것이다. 최대응력

이 나타나는 지점의 변형율은 감육비 d/t=0.80, 0.88 및 0.92에

서 (a) l=25 mm는 각각 0.0054%, 0.0126% 및 0.014%를 나타내

고, (b) l=102 mm는 0.00581%, 0.0335% 및 0.141%를 나타내었

다. 같은 감육 길이에서 감육비가 클수록 변형률이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감육 길이가 긴 경우가 더 작은 변형

율을 나타내었다. 최대 응력은 (a)의 경우가 (b)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270∼300 MPa 정도를 나타내었다. 감

육 길이가 작은 것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긴 것은 응력의 

분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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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of stress and strain according to wall 

thinning ratio by von Mises yield criterion from 

FEM. (a) Wall thinning length l=25 mm, (b) Wall 

thinning length l=102 mm

Fig. 4는 3종류의 감육비에 대하여 감육 길이를 변수로 나타

낸 것이다. (a), (b) 및 (c)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는 응력은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변형률은 감육비에 따라서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감육비가 작은 d/t=0.80의 경우는 감육 길

이에 관계없이 비슷한 변형율을 나타내고, d/t=0.88의 경우는 

감육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변형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d/t=0.92의 경우는 두 경우보다 더 큰 변형율을 나타내고 있

다. 이와 같이 같은 감육 길이라도 감육비에 따라서 변형율이 

다르게 나타나, 변형율은 감육 길이보다 감육비에 의존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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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of stress and strain according to wall 

thinning length from by Mises yield criterion from 

FEM. (a) Wall thinning ratio d/t=0.80, (b) Wall 

thinning ratio d/t=0.88, (c) Wall thinning ratio 

d/t=0.92

 Fig. 5는 내압과 변형률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압력에 대한 

변형률은 감육 길이에 관계없이 감육비의 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감육비가 클수록 파손에 필요한 내압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압력과 변형률의 관계는 감육비가 증가

함에 따라서 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형율의 변

곡이 나타나는 압력은 감육 길이가 짧고, 감육비가 작은 것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전압력 6.2 MPa 이하에서는 3종류의 

감육 길이 l=25, 50 및 102 mm의 d/t=0.92와 l=102 mm의 

d/t=0.88은 모두 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25 mm

의 d/t=0.80과 0.88, l=102 mm의 0.80은 운전압력 6.2 MPa에

서 파손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파손가 발

생하였다. 그러나 3종류의 시험편은 설계압력 15 MPa 이하에

서 모두 파괴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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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of between pressure and strain from wall 

thinning ratio and wall thinning length

감육 길이 l = 25, 50 및 102 mm의 감육 직관에서 계산에

서 얻어진 변형률 0.2%의 팽창량과 감육비와의 관계를 Fig. 6

에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감육 길이에 관계없이 감육비가 큰 

배관의 팽창량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팽창량은 감

육비 d/t=0.80에서 0.235 mm (l=102 mm), d/t = 0.88에서 

0.224 mm (l=22 mm)와 0.242 mm (l=102 mm), d/t=0.92에서 

0.228 (l=25 mm), 0.239 mm (l=50 mm) 및 0.245 mm (l=102 

mm)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감육길이 l=25 mm의 감육비 

d/t=0.80은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계산 범위에서 

0.2% 변형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파손까지의 팽창량은 

감육 길이 및 감육비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압과 감육비와의 관계를 Fig. 7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실

선 및 점선은 변형률 0.2%에서의 내압과 감육비와의 관계이다. 

여기서, 실선은 감육 길이 l=25 mm이고, 점선은 감육 길이 

l=102 mm이다. 이것을 운전 압력과 설계 압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낸 것이 빗금친 부분이다.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감육비를 가지는 배관이면, 운전 압력과 설계 

압력에서 각각 파손 또는 파괴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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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of between the amount of expansion and 

wall thinning ratio at strain 0.2 % from FEM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

2

4

6

8

10

12

14

16

Failure region

 

P
re

ss
u

r
e 

(M
P

a
)

Wall thinning ratio (d/t)

    l=  25 mm

    l=102 mm

Safety region under design pressure 15 MPa

Safety region under operating pressure 6.2 MPa

Fig. 7 Criterion of safety evaluation by pressure and wall 

thinning ratio on straight pip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고압수나 증기가 고속으로 흐르는 배

관은 침식/부식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감육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압을 받는 외부 감육 직관의 파손거동을 

계산으로 평가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von Mises 항복 조건에서 얻어진 응력-변형률은 같은 감

육 길이에서 감육비가 클수록 변형률이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으며, 감육 길이가 긴 경우가 더 작은 변형율을 나타내

었다.

(2) 내압과 변형률의 관계는 감육 길이에 관계없이 감육비의 

의존성을 나타내어, 감육비가 클수록 파손에 필요한 내압이 작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팽창량은 감육 길이에 관계없이 감육비가 큰 배관이 약

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파손까지의 팽창량은 감육 길

이 및 감육비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내압과 감육비의 관계에서 운전 압력 및 설계 압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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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rack-healing (균열치유), Strength (강도), Optimum heat-treatment temperature (최적 열처리온도), Corrosion 
resistance (내식성), Sulphuric acid solution (황산용액), Sodium hydroxide solution (나트륨용액)

ABSTRACT: Crack-healing behavior and corrosion resistance of SiC ceramics were investigated. The heat treatment was carried out 
from 900 ℃ to 1300 ℃. The corrosion had the test of immersion in sulphuric acid solution and sodium hydroxide solution under KS L 
1670. Results showed that heat treatment in air could significantly increase the strength. The heat-treatment temperature has a profound 

influence on the extent of crack healing and the degree of strength recovery. The optimum heat-treatment temperature had one hour at 
an atmospheric level of 1373 K. In sulphuric acid solution, crack was found to be deteriorated with the increase of time, and the 
composition of EDS analysis did not change. The crack-healed specimen was not changed, but oxygen in the EDS analysis have greatly 

increased. In sodium hydroxide solution, Crack was found to be deteriorated and oxygen in the EDS analysi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o about two times. The sodium were detected in a small quantity. The crack part of crack-healed specimen did not change 
and significantly increased the amount of oxygen. Sodium was also detected.

1. 서    론 

탄화규소 소재는 고온 특성과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하여 제

4세  원자로의 하나인 고온가스로 노심 부품과 핵연료 피

복재, 핵융합로 블랭킷 구조재와 연재와, 에 지 산업  항

공우주 산업용 고온부품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Snead et al, 

1996; Giancarli et al, 1998; Raffray et al, 2001). 탄화규소 복합

재는 구조용 소재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 일반 산업

분야 뿐 아니라 원자력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addow et al, 2004). 한편 구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속계 

재료의 경우 내열한계는 약 1000 ℃이다. 이에 비하면, 구조용 

세라믹스의 경우 내열한계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00<1500 

℃로 속계 재료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하다. 이러한 에서 

구조용 세라믹스는 가스터빈이나 자동차용 엔진 등의 고온 기

기용 재료로서 기 가 크다. 그러나, 균열이 있을 때 재료의 

강도를 나타내는 괴인성은 속재료)에 비하여 3.5 ~ 6.3 %

로 상당히 낮다. 이와 같은 세라믹스의 문제를 극복할 수단으

로서는, 재료의 미시조직제어  섬유강화 등에 의하여 재료의 

괴인성을 폭 향상시킨다. 사용 에 비 괴검사를 실시하

여 험한 균열을 검출하고 보수한다. 재료에 자기균열치유능

력을 부여하여 험한 균열을 부 치유한다 (Ando et al, 

1998). 만약 균열을 가진 재료가 자기치유능력을 발휘한다면, 

고효율의 기계가공을 실시한 후, 존재하는 균열을 자기치유하

면 가공효율  가공 단가에서 이 이 상당히 크고, 표면균열

이 부 치유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폭 향상된다 (Lee et al, 

2005).

이와 같은 에서 구조용 세라믹스의 자기치유능력을 부

여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세계 으로 

선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Takahashi et al, 2007). 자기균열치

유능력 부여한 구조용 세라믹스 연구는 비커스압입으로 도입

된 균열을 열처리로를 이용하여 치유하고 있으며, 치유된 세라

믹스는 모재보다 뛰어난 기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 Nam et 

al, 2009; Nam et, al, 2010a; Nam et al, 2010b; Nam et al, 

2010c). 특히 탄화규소 세라믹스는 핵융합로의 블랑켓에 용

하기 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Nam et al, 2011a; Nam et al, 

2011b), 이러한 라즈마는 부식성이 강하여 속재료로서는 

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세라믹스의 균열 치유 강도, 

모재  균열치유재의 부식 등 기 인 특성을 평가하여 구

조물 용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평균입자의 크기가 0.27 μm인 SiC(Ibiden, ultra fine, Japan)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를 사용하였으며, 소결 첨가제는 Al2O3(0.1 μm, AKP700, 

Sumitomo chemical, Japan), Y2O3(31 nm, CI chemical, Japan)

를 사용하였다. 분말들은 이소프로판올과 Si3N4볼(φ5)을 사용하

여 24시간 동안 혼합하였다. 혼합한 슬러리는 90 ℃의 로에서 

24시간 건조하여 용매를 제거하였다. 건조된 분말은 분쇄하고 

106 μm 망으로 체질하여 소결에 사용하였다.

소결은 고온가압소결(Hot-press)방식으로, 35 MPa의 압력의 

N2 분위기에서 1,780 ℃에서 1시간동안 유지시킨 후 로냉하여 

60 x 36 x 3 mm의 소결체를 얻었다.

소결체는 3 × 4 × 18 mm의 크기로 절단하여, polishing 

plate를 이용하여 연마를 실시하였다. 시험편의 모서리 부

분은 가공 시에 미세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5 °의 

각도로 모따기 가공을 실시하였다. 표면의 미세 균열 가공

은 비커스 경도시험기(5030TKV, INDENTEC)를 이용하여 24.5 

～ 196 N의 하중으로 비커스압자를 가하여, 시험편 표면의 중

앙부에 약 100 ～ 600 μm의 반타원형의 균열을 만들었다.

경면 시험편의 상온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균열 치유 열처

리는 승온 속도 10 ℃/min, 대기 중, 900 ∼ 1300 ℃의 범위에

서 1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굽힘강도 평가는 실온에서 3점 굽

힘 시험으로 실시하였으며 스팬(span)은 16mm이다. 이 때, 크

로스헤드 속도(cross head speed)는 0.5 mm/min으로 실시하

였다.

부식실험은 KS 규격 KS L 1670 파인세라믹스의 산(H2SO4 3 

mol/L) 및 알칼리(NaOH 6 mol/L) 부식 시험 방법으로 실시

하였다. 부식실험을 위한 균열은 시험편의 중앙부에 비커스 하

중 29.4 N으로 도입하였으며, 모재에 균열을 도입한 시험편과 

균열도입 후 1100 ℃에서 1 시간 치유 처리한 시험편을 각각 

균열재, 균열치유재라 한다. 균열재와 균열치유재는 이물질을 

초음파 세척하고, 110 ℃ 항온건조기에서 30 분 건조한 후, 부

식용액에 400시간 침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부식실험은 상온에

서 실시하였으며, 50시간마다 세척 후 건조하여 부식상태를 확

인하였다.

균열 치유 전·후의 시험편 표면 관찰은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사용하였

으며, 표면의 성분 분석은 EDX(Energy dispersed X-ray)를 사

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상온 굽힘 강도

Fig. 1에 상온 굽힘 강도에 대한 균열치유온도의 영향을 나

타내었다. Fig. 12에서 ⃞, ▽, △ 및 ⃝는 각각 모재, 균열재, 

열처리모재 및 균열치유재의 굽힘 강도를 나타내며, 굽힘 강도 

시험편(단, 스팬길이 16 ㎜)은 JIS규격에 따라 제작하였다. 모재

의 평균 굽힘 강도는 674 MPa이고, 균열재의 평균 굽힘 강도

는 337 MPa로 모재강도의 절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재시험편에 24.5 N의 하 으로 약 125 μm의 균열길이를 

생성시킨 후, 기 의 900 ∼ 1300 ℃의 온도 범 에서 각각 

1시간 동안 열처리를 실시하여 상온 굽힘 시험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균열치유재는  1100 ℃에서 최

 굽힘 강도를 나타내었고, 1100 ℃에서 열처리한 모재(△)의 

강도와 비슷한 강도를 나타내었다. 즉, 시험편의 최 의 균열

치유온도는 1100 ℃임을 알 수 있었고, 모재 강도에 비하여 

186 %로 매우 우수한 강도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1에서 균열

치유재의 부분이 균열치유부 이외에서 단하 다. 균열치유

는 산소의 공 에 의한 산화에 의하여 균열이 치유된다고 알

려져 있다. 즉, 이와 같이 내부에 큰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산

소가 내부까지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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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healing temperature on the strength of 

crack-healed specimen

3.2 부식특성

Fig. 2와 3은 균열재의 부식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

다. Fig. 2는 산 용액에서 얻어진 것이고, Fig. 3은 알칼리 용액

에서 얻어진 것이다. Fig. 2와 3의 (a)는 균열재, Fig. 2(b)는 70 

시간 동안 산용액에 침지한 균열재, Fig. 2와 3의 (c)는 400 시

간 동안 산 및 알칼리 용액에 침지한 균열재를 나타낸다. Fig. 

2와 3에서 부식 용액에 관계없이 400 시간의 부식 환경에서 

균열이 희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압흔부는 부식 용액

에서 압흔의 형상이 변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압입에 의한 잔류응력이 부식 환경에서 소멸됨에 따라서 압입

부가 부식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                 (b)                 (c )

Fig. 2 Appearance of optical microscope. (a) Cracked 

specimen, (b) Cracked specimen of 70 hour in acid 

solution, (d) Cracked specimen of 400 hour in acid 

solution



                   (a)                 (b)

Fig. 3 Appearance of optical microscope. (a) Cracked 

specimen, (d) Cracked specimen of 400 hour in 

alkaline solution

Fig. 4와 5는 균열치유재의 부식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을 나타낸다. Fig. 4는 산 용액에서 얻어진 것이고, Fig. 5은 

알칼리 용액에서 얻어진 것이다. Fig. 4와 5에서 (a)는 균열재, 

(b)는 균열 치유재, (c)는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 400 시간 침

지한 균열 치유재를 나타낸다. Fig. 4와 5에서 균열 치유재(b)

는 치유에 의하여 균열이 완전하게 치유되어, 균열을 관찰 할 

수가 없었고, 압흔부도 약간 작아졌다. 한편, 400 h 동안 산 용

액과 알칼리 용액에 침지한 균열 치유재는 부식액에 의하여 

표면이 약간 검게된 것 이외에는 변화를 관찰 할 수 없었다. 

즉, 균열치유재는 산 및 알칼리 용액에 의한 부식의 영향이 전

혀 없었다.

         (a)                 (b)                 (c )

Fig. 4 Appearance of optical microscope. (a) Cracked 

specimen, (b) Crack-healed specimen, (c) 

Crack-healed specimen of 400 hour in acid solution

         (a)                 (b)                 (c )

Fig. 5 Appearance of optical microscope. (a) Cracked 

specimen, (b) Crack-healed specimen, (c) 

Crack-healed specimen of 400 hour in alkaline 

solution

Fig. 6와 7은 균열재의 부식을 SEM으로 관찰한 것이다. (a), 

(b) 및 (c)는 Fig. 2와 3과 같다. 금속현미경과 마찬가지로 부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균열이 희미해지고, 표면은 검고, 흰 

반점이 증가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압흔부는 (b), 

(c)와 같이 부식에 의하여 움푹패인 것을 볼 수 있다.

         (a)                 (b)                 (c )

Fig. 6 Appearance of SEM. (a) Cracked specimen, (b) 

Cracked specimen of 70 hour in acid solution, (c) 

Cracked specimen of 400 hour in acid solution

                   (a)                 (b)

Fig. 7 Appearance of SEM. (a) Cracked specimen, (b) 

Cracked specimen of 400 hour in alkaline solution

Fig. 8와 9는 균열치유재의 부식을 SEM으로 관찰한 것을 

나타낸다. (a), (b) 및 (c)는 Fig. 4와 5와 같다. Fig. 8와 9 (b)에

서 균열 치유재는 희미하게 균열을 관찰 할 수 있지만, 강도 

특성에서 모재보다 약 1.86배의 강도를 나타내므로 균열은 전

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c )의 표면은 (b)와 같은 

형상이며, 특히 압흔부는 Fig. 6, 7과 다르게 아무런 변화가 없

었다. 따라서 균열치유재는 산 및 알칼리 용액에 의한 부식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a)                 (b)                 (c )

Fig. 8 Appearance of SEM. (a) Cracked specimen, (b) 

Crack-healed specimen, (c) Crack-healed specimen of 

400 hour in acid solution

         (a)                 (b)                 (c )

Fig. 9 Appearance of SEM. (a) Cracked specimen, (b) 

Crack-healed specimen, (c) Crack-healed specimen of 

400 hour in alkaline solution

위 그림에서와 같이 표면의 부식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EDS를 사용하여 표면 성분을 분석하여 Fig. 10에 나타낸다. (a)

는 균열재, (b)는 산 용액에 400시간 침적한 균열재, (c)는 균열 



치유재 (d)는 산 용액에 400시간 침적한 균열 치유재, (e)는 알

칼리 용액에 400시간 침적한 균열재 및 (f)는 알칼리 용액에 

400시간 침적한 균열 치유재를 나타낸다. (a), (b), (c) 및 (d)에

서는 Si, Al, C, Y 및 O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알칼리 용액

(NaOH)에서 침지한 (e)와 (f)는 5가지 성분 외에 Na가 검출되

었으나, 산 용액(H2SO4)에 침지한 (b)와 (d)에서는 5가지 성분

만 검출되었다. 즉, 표면 성분은 SiC의 주성분인 Si와 C, 첨가

제인 Al2O3 및 Y2O3의 Al과 Y, 균열 치유물인 SiO2의 O 및 알

칼리 용액인 NaOH의 Na로 나타났다. 특히, 산 용액인 H2SO4

의 S성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a)
 

(d)

(b)
 

(e)

(c)
 

(f)

Fig. 10 Example of component analysis by EDS. (a) Cracked 

specimen, (b) Cracked specimen of 400 hour in acid 

solution, (c) Crack healed specimen, (d) Crack 

healed specimen of 400 hour in acid solution, (e) 

Cracked specimen of 400 hour in alkaline solution, 

(f) Crack healed specimen of 400 hour in alkaline 

solution

산  알칼리 용액에 침지한 Fig. 10과 같은 균열재  균열 

치유재의 표면 성분을 Table 1에 나타낸다. Table 1에서 (a)∼(f) 

성분은 Fig. 10에 설명한 것과 같다. 균열재(a)는 산 용액에 침

지한 (b)와 거의 비슷한 성분을 나타내었으나, 알칼리 용액에 

침지한 (e)는 Na 성분이 검출되고, O 성분이 감소하 다. 균열 

치유재(c)는 균열재(a)보다 O 성분이 크게 증가하 고, C 성분

은 감소하 다. 여기서 O 성분의 증가는 1100 ℃에서 1 시간 

치유 처리함으로서 표면에 형성된 SiO2 산화물이 원인이고, C

이 감소는 CO로서 배출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된다. 산 용액에 

침지한 (d)는 균열 치유재(c)보다 O 성분이 증가하고, C 성분

이 감소하였다. 한편, 알칼리 용액에 침지한 (f)는 Na 성분이 

크게 증가하고, O 성분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C는 거의 변화

가 없었다.

 

 

(a) (b) (c ) (d) (e) (f)

Element wt.% wt.% wt.% wt.% wt.% wt.%
C 32.43 29.62 17.16 10.08 29.24 16.33
Na - - - -  7.60 23.98
O  3.69  4.03 19.22 22.95  0.82  0.22
Al  2.64  2.82  2.69  2.88  2.44  2.44
Si 56.77 58.71 57.02 60.07 55.76 52.82
Y  4.47  4.81  3.91  4.03  4.14  4.21

Totals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Table 1 Component analysis by EDS. (a) Cracked specimen, 

(b) Cracked specimen of 400 hour in acid solution, 

(c) Crack healed specimen, (d) Crack healed 

specimen of 400 hour in acid solution, (e) Cracked 

specimen of 400 hour in alkaline solution, (f) Crack 

healed specimen of 400 hour in alkaline solution

는 는 은 산 용액에서 얻어진 것이고, Table 2는 알칼리 용액

에서 얻어진 것이다. Table1 과 2에서 (a)는 균열재, Table 1(b)

는 70 h 부식한 균열재, Table 1(c)는 400 h 부식한 균열재를 

나타낸다. 또한 Table 2(b)는 300 h 부식한 균열재를 나타낸다. 

Table 1에서 400 시간의 산 용액에서 O와 Al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l과 O의 화합물이 형성되어 약간의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able 2의 알칼리 용액

에서는 O 성분이 2배 이상 증가하고, Al 성분은 약간 감소하

였으며, Na 성분이 검출되었다. O 성분이 증가한 것은 표면에 

부식이 진행되어 산화물이 형성 된 것으로 판단되고, Na는 알

칼리 용액인 NaOH 성분이 침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은 산 용액에서 얻어진 것이고, Table 4는 알칼리 용

액에서 얻어진 것이다. Table 3과 4에서 (a)는 균열재, (b)는 균

열 치유재, (c)는 200 h 부식한 균열 치유재를 나타낸다. Table 

3과 4에서 균열 치유재(b)는 균열 치유에 의하여 표면에 형성

된 치유물질 SiO2 때문에 O 성분이 균열재(a)보다 약 3.6배 증

가하였다. 한편, Table 3에서 균열 치유 부식재(c)는 균열치유

재(b)보다 약 2배, 균열재(a)보가 약 7.3배 O성분이 증가하였고, 

Table 4에서 균열 치유 부식재(c)는 균열치유재(b)보다 약 1.27

배, 균열재(a)보다 약 4.6배 O성분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균

열 치유 부식재는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 O 성분이 현저하게 

증가하며, 산 용액에서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표면이 부

식함으로서 형성된 부식산화물의 영향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알칼리 용액의 O 성분 증가량은 산 용액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는 산 용액보다 부식 속도가 늦은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알칼리 용액에서는 균열재와 마찬가지로 Na 성분이 검출되었

고, Al 성분은 점점 감소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세라믹스의 균열 치유 강도, 모재 

 균열치유재의 부식 등 구조물 용의 신뢰성 확보를 하

여 기 인 특성을 평가하 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SiC 세라믹스 시험편의 최 의 균열치유온도는 1100 ℃에

서 1시간이고, 균열치유재의 강도는 모재보다 186 %로 우수한 

강도를 나타내었다.

(2) 산 및 알칼리 용액에 관계없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균

열재는 부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균열이 희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균열 치유재는 부식액에 의하여 표면이 약간 검게되

었다. 

(3) SEM 관찰에서도 균열재는 부식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균열

이 희미하였으며, 표면은 검고, 흰 반점이 증가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균열 치유재는 치유에 의하여 희미하게 균열을 관찰 

할 수 있지만, 강도 특성에서 모재보다 약 1.86배의 강도를 나타

내므로 균열은 전부 치유되었다. 그리고 200 h의 부식시킨 표면

은 부식에 의히여 약간 매끈한 형상을 나타내었다. 

(4) 균열재는 400 h의 산 용액에서 Al과 O의 화합물이 형성되

어 약간의 부식이 진행되었다. 알칼리 용액은 부식이 진행되어 

O 성분이 증가하고, Al 성분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Na 성분이 

검출되었다. 균열 치유 부식재는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 O 성분

이 현저하게 증가하며, 산 용액에서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표면이 부식함으로서 형성된 부식산화물의 영향이다. 알칼리 용

액에서는 균열재와 마찬가지로 Na 성분이 검출되었고, Al 성분

은 점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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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bon nanotube(CNT) possesses excellent electrical,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Therefore, it has been applied in a 

variety of fields.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composite were investigated after adding CNT in copper, and validity of the extrusion 

method was reviewed. The composite of CNT(5 wt%), Cu(∅= 100nm), zirconia(90g) and ethanol(20ml) is deconcentrated with planetary 

ball mill for 5hr under 500rpm. The produced powder was made in billet(∅= 50mm, length= 100mm) by uniaxial press. Then, after 

billet heat for 1hr under 880℃, Specimen of round bar was made through extrusion process by universal tester in 200ton capacites.

1. 서    론 

 

산업이 발달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화석연료의 무절제한 사용

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는 현대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중 

하나이다.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대책 중 하나는 에너지를 절약

하기위해 냉동 공조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

다. Cu는 전기적특성과 열적특성이 좋고 연성재질의 재료로써 

동관, 전선과 같은 형태로 널리 쓰이는 재료중 하나이다. 기존에 

열전달을 위해서 Cu를 널리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Cu.의 특성

을 효율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991년 발견된 Carbon nanotube(이하 CNT)는 튜브형태의 

나노구조를 지닌 탄소 동소체로써 기계적 성질 뿐만 아니라 다

이아몬드와 비슷한 열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다.(Kim 

등, 2001) 이러한 CNT를 이용하여 소재의 특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되어 지고 있다.(S.W.kim 등, 2009) 하지만 나노 사이즈

의 CNT는 분산성이 나쁘고 응집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양

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있

고, 대표적으로 Ball-milling을 이용하여 기지재료 내에 CNT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분

말 상태의 복합재를 벌크형태로 제작하기 위하여 진공 핫 프레

스, 스파크 플라즈마 소결법, 무가압 소결법, 소성가공법 등 다

양한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 (Daren li 등, 2008)

Kwon 등은 알루미늄을 CNT로 강화 하기위해 스파크 플라즈

마 소결법과 열간 압출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기계

적 강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Kwon 등, 2009)

Esawi.등은 알루미늄과 CNT를 strainless ball을 넣고 볼밀링

한 후 압출공정을 통하여 CNT의 분율이 증가 할수록 인장강도

와 탄성계수등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Esawi 등, 2010)

압출은 소성가공법 중의 하나로 재료를 금형 속에서 압축하여 

금형의 출구를 통해 재료가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원래 보다 단

면적을 작게 하고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가공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CNT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산을 이용한 정

제과정을 거친 후, Cu기지내에 CNT를 볼밀을 이용하여 

500rpm의 속도로 5시간동안 분산 시켰다. 그리고 분말형태의 

복합재를 Cu 재질의 Can에 넣고 압축을 하였다. 다음으로 고온 

압출공정을 통하여 환봉 현태의 시편으로 제작한 후 표면관찰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복합재의 재료특성을 규명하고, 압출 제조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  실험 과정 

2.1 나노 분말 제작  

Fig. 1에 나타낸 순서대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순수 Cu

분말(Nano Technology, 99%)의 분말을 사용하였고, 

CNT(Carbonnano-material Technology, 90%)의 분말을 Cu분말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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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계면결합을 높이기 위하여 산정제과정과 여과과정을 거

친 후 실시하였다. 분산은 Fig. 2와 같은 유성 볼밀 장치를 이

용하였고,  이 장치는 25ml 용량의 2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으

며 원형의 주회전판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함과 동시에 2개의 

포트가 독립적으로 주 회전판의 방향과 반대인 반시계방향으

로 회전하게 되어 있다. 즉 각각의 포트는 주회전판을 중심으

로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한다. 

산 정제과정은 CNT의 촉매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질산(NO3)

와 황산(H2SO4)을 1:3으로 혼합한 용액에 CNT를 반응 시킨 후 

여과 과정을 통해 정제를 하였다. 볼밀은 직경 3mm 실험 포

트에 지르코니아 볼 90g을 채운 후 Cu분말 3.8g에 CNT 0.2g(5 

wt%)를 넣어서 에탄올 20ml 채운 후 습식 볼밀을 하였다.

볼밀 조건은 500rpm의 속도로 5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fabrication procedures of 

the CNT/Cu composites

Fig. 2 Photo graph of planetary ball mill

2.2 캐닝(Canning) 공정 

분말로 만든 복합재를 압출하기 위해서는 캐닝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공정은 Fig. 3와 같은 Cu 재질의 빌렛(billet)을 

가공하여 그 안에 순수 Cu분말과 Cu-CNT분말을 각각 넣고 

일축 방향으로 300kgf/cm2의 압력으로 가압을 하였다. Cu 의 

경우 아르키메데스 법을 이용하여 구한 밀도가 5.45g/cm3로 

약 60.9%의 진 밀도로 압축하였고 Cu+CNT는 4.8g/cm3으로 

약 53.7%의 진 밀도로 압축을 하였다. 다음으로 캡으로 덮고 

용접을 실시하였다. 

Fig. 3 Schematic of billet shape

그리고 내부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Degassing과정을 실시하였다. 빌렛에 로타리 펌프를 연결하여 

진공의 상태로 만든 후,  Fig. 4와 같은 열처리 과정을 빌렛에 

함으로써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압출 시 산화되는 것

을 방지하였다. 최초 상온에서 분당 10℃속도로 350℃까지 승

온시킨 후, 45분 유지하고 공냉을 시키면서 봉합(sealing)과정

을 함으로써 내부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키도록 하였

다.

Fig. 4 Schematic diagram of degassing process

2.3 압출(Extrusion) 공정

복합재를 봉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압출공정을 실시하였다. 압

출장비는 램(Ram)이 전진함에 따라 빌렛을 가압하여 직접압출

을 실시하였고, 시간에 따른 압출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200ton 용량의 만능시험기를 사용하였다. 압출 다이는 직경 

16mm로 압출비를 11로 설정하였고, 다이스 각을 20˚로 설정하



(a) CNT

(b) Cu

(c ) Cu + CNT

여 실시하였다. 컨테이너와 다이스 및 빌렛과 다이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카본 오일 및 BN(Boron Nitride)을 윤활제로 

사용하여 컨테이너, 빌렛 및 다이스에 도포하였다. 열간 압출

된 압출제의 소결정도에 미치는 열처리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압출온도인 880℃에서 1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 450℃의 컨테

이너에 빌렛을 넣고 압출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압출되어진 환

봉을 횡과 종단면으로 절단하여 #1500이상으로 폴리싱을 실시

한 후 에칭 과정을 한 후에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표면관찰을 실시하였다.

Fig. 5 Schematic diagram of the process of extrusion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6는 압출시 가해지는 압력을 시간에 따라나타낸 그래프

이다. 초반에 나타나는 완만한 곡선은 컨테이너와 빌렛 사이에 

빈 공간과 빌렛 내부에 밀도를 높이면서 시간은 증가하지만 

압력은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Cu보다 Cu-CNT가 

충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빌렛 제작 시 진밀도가 Cu보다 

낮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적용압력은 Cu-CNT는 946MPa의 압력이 최고치로 나타났고, 

그 이후 압출이 진행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형상을 보였다. 

Cu는 복합재에 비해 최고압력까지 이르는 시간은 짧아지고 최

고 압력은 857MPa로 약 90MPa감소하였다.

Fig. 6 Digram of pressure versus time for extrusion process

Fig. 7은 순수 CNT, Cu그리고 볼밀 한 복합 분말을 주사전

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관찰한 결

과이다. 그림 (a)는 순수 CNT의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CNT는 

기다란 섬유형태로 서로 엉켜있는 모습을 보였다. (b)는 순수 

Cu의 미세 조직이다. 입자들은 구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역시 

분말들 간에 응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c )는 CNT와 Cu 

혼합된 분말을 나타내고 있다. Cu분말들은 연성이 큰 성질 때

문에 구형의 본래 입자에서 볼밀을 거친 후 입자의 크기가 증

가하고 편상으로 넓게 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CNT는 

Cu입자들 사이에 잘 분산 되어진 모습을 보였다.

Fig. 7 SEM micrographs of nominally pure (a)carbon 

nanotube(CNT) and (b) copper (c) the composite of 

copper whit CNT

Fig. 8은 압출된 시편의 횡단면을 에칭을 실시한 후 SEM을 

이용하여 표면을 X5000로 관찰한 결과이다. (a)그림에서와 같

이 Cu분말은 Grain boundary를 형성하면서 정상적으로 소결

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b)는 같은 조건으로 압출을 하였지만 

소결이 진행되다 멈춘 형태로 입자크기는 크고, 작은 입자로 

나누어 관찰이 되고 있다. 또한 입자들 사이에도 많은 기공이 

관찰되므로 압출 후에도 분말과 같은 입자형태를 보였다.



(a) Cu

(b) Cu + CNT

(a) Cu

(b) Cu + CNT

Fig. 8 Cu and Cu-CNT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eched 

cross section surface 

Fig. 9는 압출된 시편의 종단면을 에칭한 이후 표면관찰을 

실시한 결과이다. 관찰은  X10000로 실시하였으며, (a)는 횡단

면과 마찬가지로 Grain boundary가 관찰되고 입자들 간에 다

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b)의 경우 압출 방향과 같은 방향

으로 소결된 입자들이 길게 보이는 것이 관찰되어지고 입자들 

사이로 소결이 진행되지 않은 분말형태처럼 보이는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Fig. 8 Cu and Cu-CNT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eched 

longitudinal section surface 

  4. 결    론   

본 연구는 Cu기지에 CNT를 첨거하여 압출공정을 통하여 제

작된 시편의 표면을 관찰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표면 관찰 결과 Cu 입자는 Grain boundary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압출 조건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Cu와 CNT의 복합재의 경우 80%정도 소결되어, 큰 입자

와 작은 입자들이 구분되어진다. 따라서 

(3) Cu와 CNT의 복합재는 Canning시 충진 밀도가 낮았고 따

라서 압출 시에 내부 분말에 열적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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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강화섬유 복합재의 접합 고안 및 실험적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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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해양온도차발전용 라이저로 사용하기 위한 유리강화섬유 복합재의 접합기법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리

강화섬유 파이프는 고인장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접합강도가 요구되지 않으나, 해양온도차발전용 라이저는 연

직 형상을 유지하면서 매달리기 있기 때문에 큰 축방향힘과 굽힘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파이프 접합강도가 요구된다. 

유리강화섬유는 화이버가 인장력과 굽힘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복합재의 접합부분 화이버가 서로 겹치

도록 제작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고안된 접합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인장실험을 수행하였

다. 가장 큰 인장력을 가지는 접합없는 시편의 절단응력을 기준으로 할 때, 춉스트랜드와 우븐로빙을 각각 3장씩 사용하

여 접합된 시편은 약 40%의 응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접합부분의 섬유가 끝나는 부분이 절반만 사용되기 때문에 50%

의 파단강도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접합하는 과정에서 접합부분에 에어가 발생

되어 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접합강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진공주입법을 사용하거나, 섬유 배치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서  론

복합재는 일반적으로 섬유 및 입자상의 강화재와 플라스

틱의 모재가 복합화한 재료를 말한다. 신소재인 복합재의 특

성은 경량화에 의한 우수한 비강도와 비탄성률이다. 많은 종

류의 신소재 중 유리강화섬유(Grass Fiber Reinforce Plastic)

는 다른 강화섬유에 비하여 가격이 매우 낮은데 비하여 다

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 및 해양 

분야에서 유리강화섬유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는 요트 

및 FRP 선박 제조 분야이다 (최한규 등, 2008). 유리강화섬

유는 유체를 이송하기 위한 파이프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현

재까지는 하수관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이 높고 강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석유 혹은 가스

를 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혹은 라이저로 유리강화섬유

가 검토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개의 유리강화섬유 파이프

를 연결 혹은 접착하는 기술의 한계로 제대로 적용된 사례

가 없다 (Palmer, 2010). 

해수를 취수하거나 운반하는 관은 강관 혹은 폴리에틸렌 

관이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특히 해양심층수는 음료로 이용

되기 때문에 부식 등으로부터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폴리

에틸렌관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Jung et al. 2011).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작 가능한 폴리에틸렌관은 직경 2m로 알려져 

있다. 

해수는 먹는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표층수와 심

층수가 가지고 있는 열원을 이용하여 해수냉난방 및 해수온

도차발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해수냉난방은 저층수 혹은 

해양심층수가 가지는 저온 특성을 활용하여 직접 냉밥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열펌프를 사용하여 난방 열원으로 활용되

고도 한다. 해수온도차발전은 표층수의 고온 열원으로 작동

유체를 기화시키고, 심층수의 저온 열원으로 응축시키는 연

속 공정으로 터빈을 작동시켜 발전하는 시스템이다. 표층수

와 심층수가 연속적으로 공급되기만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해수가 대량

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표층수와 심층수

를 연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역은 태평양 적도 인근 해

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해역에서 심층수는 수심 1000m 

아래에 위치한다. 따라서, 심층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

해서는 길이 1000m 이상의 대구경 라이저의 개발이 필수적

이다. 상용화된 해수온도차발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순발

전량 50MW급 규모 이상의 발전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펌프 사양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

경 8-10m의 라이저가 사용되어야 한다. 

Jung et al. (2011)는 대구경라이저 개발을 위하여 현재 개

발되고 있는 관종 특성치를 분석하였다. 현재 개발된 관종 

중 폴리에틸렌관은 직경 2m 이상 제작이 불가능하며, 강관

은 대구경 제작 시 가격이 급등하며 고중량 등 제작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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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리강화섬유는 현재 직경 3.6m

의 비교적 대구경관을 제작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유리강화섬유의 

접속강도가 매우 낮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작공정을 개

선한다면, 원하는 직경의 대구경파이프를 제작할 수 있기 때

문에 국외에서는 유리강화섬유 재료를 이용한 대구경파이프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iller and Ascari(2011)

은 직경 10m의 유리강화섬유 파이프를 연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정을 고안하였으며, 직경 4m 시제품을 제작한 바 

있다. 그들은 대구경파이프에서 상당한 두께가 요구되는 점

을 감안하여 전체 두께에 대하여 복합재를 사용하지 않고, 

중공을 설치하여 재료를 절약하면서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

고자 하였다. 또한, 파이프는 진공적층법(VARTM)을 적용하

여 제작되며, 설치해역에서 직접 연결하여 부설하는 현장제

작부설 방안을 고안하였다. 그러나, 유리복합섬유의 성형 시

간이 일정 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전체 길이 1000m

가 넘는 라이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일간이 소요되기 때

문에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리섬유복합관은 제작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해역에서 제작하는 것은 라

이저 완성품의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라이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유리강화섬유를 이용하여 대구경 파이프를 제작 시, 단관을 

제작 후 접속할 경우 접속에 관한 고안 및 실험적 연구이다. 

유리강화섬유는 화이버가 축방향 힘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맞붙는 부분에 화이버가 겹치도록 고안하였

다. 접속방안에 대한 고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편

을 제작하였으며, 인장실험 수행하여 고안된 접속법의 특성

을 파악하였다.

2. 접속방법의 고안

해양온도차발전에서 사용될 대구경라이저는 해수면에 위

치한 상부체에 의하여 매달려서 거의 연직 형상을 가지게 

된다 (Fig. 1). 해양환경하중에 의하여 라이저는 거동을 나타

내고 굽힘응력이 발생하며, 자중에 의하여 라이저에는 큰 인

장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굽힘과 인장에 저항할 수 있는 접

합재료가 되어야 한다. 

Fig. 1 General configuration of OTEC structure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유리강화섬유 시편을 접속하기 위

하여 접속되는 부분의 섬유가 미리 제작되지 않고, 접속 시

점에 섬유를 적층하면서 수지를 도포하도록 하였다. 즉, Fig. 

2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 시편을 접속함에 있어서, 접속되는 

부분에는 각각 시편의 절반만 섬유가 돌출되도록 한다. 그 

후, 두 개의 시편의 접속할 때에는 왼쪽 시편 섬유에 수지를 

도포한 후, 오른쪽 시편 섬유를 적층한다. 수지가 성형된 후, 

수지를 도포한 후 이번에는 왼쪽 시편의 섬유를 적층한다. 

이상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체 섬유가 모두 도포되도록 제

작한다. 유리강화섬유는 화이버에 의해 축방향과 굽힘에 대

하여 저항하기 때문에, 화이버가 서로 겹치게 제작하여 일체

화되도록 함으로써 강한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다.

 

(a)

(b)

Fig. 2 Connection concept of glass FRP

3. 고안된 제작법을 적용한 시편 제작

앞절에서 설명된 접속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

편을 제작하여 인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크게 4종류

로 제작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Table 1 Manufactured Sample

S1. C.T with propose connection

S2 W.R + C.T. with propose connection 

S3. W.R. + C.T with propose connection

S4. W.R. + C.T in plate without connection

C.T. : 춉스트랜드, W.R. :우븐로빙 

섬유는 총 6장이 적층되었는데 S1 시편은 춉스트랜드 섬

유만을 사용해서 제작되었으며, S2는 우븐로빙과 춉스트랜

드를 각각 3장씩 사용했다. S3도 S2와 동일한 섬유 적층을 

하였는데, S3은 두 개의 시편을 별도로 만들어서 접속하지 

않았고 섬유만 잘려진 상태로 각각 한층씩 배열하면서 수지

로 성형하였다. S4는 접속 시편의 강도와 상대 비교를 위해

서, 접속없이 3장의 춉스트랜드와 3장의 우븐로빙을 교대로 

적층하면서 판 형태로 제작하였다. 



1) 섬유 배열 (좌:W.R, 우:C.T)

2) 각 시편 제작

3) 적층(춉스+우븐) 후 수지바르기

4) 접합하여 수지 함침

Table 2 Manufacturing process

유리강화섬유의 강도는 섬유:수지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데, 그 이유는 섬유가 강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

적층 공법보다 진공적층공법에서 섬유의 비율이 높기 때문

에, 진공적층공법으로 제작된 시편의 강도가 훨씬 높게 나타

난다 (최한규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시편의 절대적인 강

도를 검토하기 이전에 접속 방법에 대한 고안을 검토하고자, 

수적층법에 의하여 제작 후, 제작 방법에 따른 상대비교를 

하여 접속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섬유는 총 6장을 사

용하였으며, 시편의 크기는 제작 후 표준규격에 맞게 

300mm*25mm 로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시편을 제작한 후에는 인장시험기를 통하여 시편에 대한 

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인장시험기는 최대 10톤 인장력을 

가지는 장비를 사용하였다. Fig. 2에서는 만능시험기를 이용

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는 장면과 인장 시험 후 시편이 파

단된 형상을 보여준다. 

 

(a) Tensile test machine (b) broken sample

Fig. 2 Sample tensile test

4. 실험 결과 및 검토 

각 시편은 종류별로 3개씩 실험을 수행하여 평균값을 취하

였다. 유리강화섬유는 완전 탄성 소재이기 때문에, 인장력

을 증가시킴에 따라 변형이 선형적으로 발생하였다. 인장

력이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시점에 바로 파단이 발생하였

다. Fig. 3은 S1 시편에 대한 인장 시험시, 하중-변형 곡선

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 탄성재료의 변형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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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displacement curve for S1

Fig. 4에서는 인장 시험에서 각 시편의 파단된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S1, S2, S3 시편은 모두 좌,우 각각 1/4 지점에

서 파단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S4는 중앙 부근 

지점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S1, S2, S3 시편은 

1/4 지점에서 접속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접속된 지점은 

다른 지점에 비하여 섬유가 절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른 지점에 비하여 강도가 약하다. 따라서 접속된 모든 시

편은 1/4 지점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S4 시편은 

접속없이 판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파단지점이 임의의 가

장 약한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a) S1 (b) S2

(c) S3 (d) S4

Fig. 4 Broken samples in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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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esses of samples

허용인장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최대인장 응력을 계산하였

다. 3개의 시편에 대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여 Fig. 5에 나타

내었다. S4는 일반 유리강화섬유 허용인장응력과 비교해 

볼때 약간 큰 값으로 계측되었다. 일반 유리강화섬유가 60

∼120 ( )의 인장강도를 가지는 것에 비하여 실험시

편은 약 200( )을 나타내었다. S1은 춉스트랜드 시

편에 대한 최대인장응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븐로빈+춉

스트랜드 시편을 혼합하여 제작된 S2, S3에 비하여 약간 

약 70%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춉스트랜드 섬유가 우븐로

빙에 비하여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S2와 S3을 상호 비

교할 때, 두 실험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S2는 시

편의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제작한 후, 접속한 시편이다. 

따라서, 두 시편을 접속하는 과정에서 접속 지점에 공기층

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제기 되었다. 수지 혹은 섬

유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면 강도가 급격하게 저하된다. 

따라서, 공기층 형성에 의한 강도 저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S3에서는 두 시편을 별도로 만들어서 접속하는 것

이 아니라, 화이버는 서로 접속은 하지만 한층씩 화이버를 

접속하듯이 적층한 경우이다. 실험결과에서는 s2와 S3가 유

사한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제작 과정에서 공기

층으로 인하여 강도가 저하되어서 두 종류의 시편 모두 인

장강도가 낮게 나타났거나, 혹은 공기층은 발생하지 않았

을 가능성 모두 검토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적인 실험을 통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접속한 시편인 

S2와 접속하지 않은 S4의 강도를 상호 비교하면, S2 혹은 

S3가 S4에 비하여 약 38%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예측된 약 50% 강도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시편 제작 후 표준사이즈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

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으로 (절단하중/시편단면

적) 으로 응력을 계산하는 않고, (절단하중/시편폭) 값을 계

산하였다. S4 시편의 폭이 다른 시편에 비하여 크기 때문

에, 응력이 과다하게 클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Fig. 5 (b)에서는 하중/폭 으로 비강도 값을 보여주고 있다. 

S3가 S4의 약 42%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비록 이것은 예상

했던 50% 값에는 못미치는 값이지만, 제작과정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강도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고안된 접속 공법이 50%의 강도로 예측하는 이유

는 접속되는 부분에서 섬유가 절반만 들어가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섬유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제작한다

면 80∼90%의 인장강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을 기대되는 바

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온도차발전용 대구경 라이저파이프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리강화섬유의 접속 방법을 개발하기 위

하여 접속방법을 고안하였다. 고안된 접속방법은 접속 지

점에서 화이버가 서로 중첩되어 수지로 일체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안된 접속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편을 제작 후 

인장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고안된 방법으로 제작된 시

편의 인장강도가 접속없이 제작된 시편에 비하여 약 42%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비록 이론적 최대값이 50%에는 달하지 

못했지만 비교적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향후, 수적

층이 아닌 진공적층을 한다면 접속 부분에서 보다 향상된 

품질로 제작되어 접속부의 인장강도도 증가될 것으로 사료

되는 바이다. 제안된 접속 방법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접속되는 부분의 겹침 길이, 진공적층 기법 적용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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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study of a new convertible six d.o.f underwater robot which can be a ROV or AUV according to 
underwater work purpose is presented. A structure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developed control system of the AUV are presented. 
For the AUV structure, a structure design and an analysis on thrusting system have been performed. For navigation, a sensor fusion 

board which can proceed various sensor signals to identify correct positions and speeds has been developed and total control system 
including EKF(Extended Kalman Filter) has been designed. 

1. 서    론 

 

 본 연구에는 Convertible ROV의 AUV 모드의 한 변형의 형태

로 호버링 가능한 AUV의 모듈설계를 바탕으로 직접 HAUV를 

제작 제어하였다. 개발한  HAUV의 모듈설계에 대한 설명을 기

술하였고, 제작한 HAUV의 호버링 제어시스템을 제작 하였으

며, 수중의 상태제어를 위해 센서추정을 위한 확장 칼만 필터를 

설계하고 각각의 센서를 퓨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수중에서 

AUV의 위치/방향 및 속도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INS 시

스템에 개념을 확장하여 연구를 하였다.[1][2][3]

2.  HAUV 기구부 구조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해류나 선체의 유체 항을 최소화하기 해 

유선형의 선체로 설계하 고 수평방향의 자기 치를 강인하게 

유지하기 하여 4 의 추진기를 칭 으로 구성하도록 설계

한 호버링(Hovering Type)AUV로 Fig.1 과  같이 제작하 다.

Fig. 1 HAUV의 실측 사진 

 본 연구에서의 HAUV는 CROV의 호버링 AUV 타입

으로  Figure 2와 같이 선체, 제어하우징, 전원하우징, 

배터리 하우징,  추진기, DVL, USBL로 구성되는데 조

립이 용이하도록 8가지 모듈로 설계하였다. 이는 ROV

모드로 전환 시 같은 ROV와 동일한 모듈을 사용한다.

Fig. 2  HAUV의 내부 구성품 및 배치

 HAUV 형태에서의 자기 위치 유지 및 자세제어에 용

이하도록 7개의 추진기를 6자유도 운동제어에 적합하도

록 각도를 가지고 배치하였다. 4개의 수평 추진기는 자

율 운항 시 필요한 추력을 내기 위해 사용하며 3개의 

수직 추진기는 선체의 상하 운동 때 사용 되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각 추진기는 최대 추력을 낼 수 있게 최

대한 유로를 확보 하였으며, ROll 모션시 최대 복원력

을 낼 수 있도록 선체의 좌/우 측면 끝에 근접 배치하

였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xA1=0.3578(m) yA1=-0. 3791(m)

xA2=0.3579(m) yA2=0.3791(m)

xA3=-0.4272(m) yA3=0.3181(m)

xA4=-0.4272(m) yA4=-0.3181(m)

xA5=0.0408(m) yA5=-0. 3098(m)

xA6=0.0408(m) yA6=0.3098(m)

xA7=-0.3892(m) yA7=0(m)

3. HAUV의 호버링(Hovering) 제어 시스템 설계 

3.1 HAUV의 모델링

 HAUV의 6자유도 운동방전식을 body-fixed coordinates에 의해 

표현하였다. 
2 2

2 2

2 2

2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 g g

g g g

g g g

xx zz yy xz yz xy

g g

m u vr wq x q r y pq r z pr q X

m v wp ur y r p z pr p x qp r Y

m w uq vp z p q x rp q y rq p Z

I p I I qr r pq I r q I pr q I

m y w uq vp z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2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y xx zz xy xz yz

g g

zz yy xx yz xy xz

g g

v wp ur K

I q I I rp p qr I p r I qp r I

m z u vr wq x w uq vp M

I r I I pq q rp I q p I rq p I

m x v wp ur y u vr wq 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여기서 Eq. 2 는 행렬식으로 간략히 표현된다. 

                     (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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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The rigid-body inertia matrix

A
M : Added inertia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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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The rigid-body Coriolis and centripetal matrix

A
C : The added coriolis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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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hydrodynamic damping matrix is mainly       

         caused by radiation-induced potential damping,

  
    :  linear skin friction,

  
    :  wave drift damping , and 

  
    :  damping due to vortex shedding 

    : Gravity and buoyancy vector (forces and moments)

3.2 HAUV의 추진 시스템

Fig. 3 geometrical configuration of HAUV

 HAUV의 7개의 추진체의 위치는 Fig.2 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추진체 A1에서 A4는 horizontal motion, 

A5~A7는 vertical motion,을 제어 하며, Fig.3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O1은 HAUV의 무게 중심 O에서 

A1-A2-A3-A4면에 projection한 점이며 O2는 A5-A6-A7

면에 projection 한 점이다. A1~A4 까지 더 강력한 추

진력을 만들어 내기위한 최적의 추진력 분배를 위해 제

어 입력을 계산해 보았다. HAUV의 실제 geometric 

parameters 는 O와 O1의 길이OO1=0.0015(m)로 측정하

였다. 무게중심 O에서 수평자세의 위치 : xAi for i= 

1~7까지 Table 1 같이 측정하였다.

Table.1 HAUV의 Parameters.

HAUV의 동작제어를 위한 입력 벡터  와 여분의 추

진 스러스트 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τ B.u=                                     (4)

여기서 입력벡터 
T

u [F1 F2 F3 F4 F5 F6 F7]=

B 행렬은 추진체 배열에 대한 제어입력행렬이다. 

추진체가 제어자유도보다 많아서 최적분배를 위한 행렬

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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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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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B W B (BW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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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식 (6)의 제어 입력 

u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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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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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서는
T T 1

W
B B (BB )

−+
= 의 4개의 section이 적용

된다.

3.3 HAUV의 제어시스템 구성

 HAUV의 제어기는 ATxmega128A1을 사용하여 제작

하였다. sensor board와의 통신 레벨을 맞추기 위해 

control board 로 전송되는 Navigation data를 TTL 레

벨의 통신으로 변환 후 다시 3.3V 레벨의 통신으로 변

환하였다. 제어 시스템은 Fig.4 와 같다.[4.][9]

             Fig. 4 HAUV의 제어시스템

 Fig. 5 HAUV의 HAUV의 센서 시스템



Sensor fusion system의 구성은 3축 각속도 , 3축 가속

도, 3축 지자기 출력을 하는 IMU센서와 DSP28335, 

GPS, DVL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3.4 HAUV의 호버링제어 및 항법시스템

depth control 과 surge motion performance를 위해 

depth 센서와 IMU를 사용하여 Figure 9와 같이 궤환제

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6 HAUV의 모션제어 및 심도 제어 시스템

 확장 칼만필터는 외부 입력인 Measurement matrix와 최종 

출력인 Estimate matrix, 시스템 모델 F matrix, H matrix로 

구성되며 예측 과정과 추정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예측 과정에서는 이전 Estimate matrix와 오차 공분산을 입력

으로 받아서 현재 상태의 Estimate matrix와 오차 공분산을 구

하게 된다. 예측 과정에서 사용하는 Estimate matrix와 시스템 

모델 F matrix의 구성은 식(9)와 식(10)과 같다.

식(9)의 Estimate matrix는 4개의 쿼터니언 원소와 3축 속도 값

으로 구성된다.

        


                    (9)

식(10)의 F matrix는 이전 상태의 Estimate matrix를 현 상태의 

Estimate matrix로 연결 시켜주는 matrix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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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atrix는 Estimate matrix를 Measurement matrix로 연결 

시켜주는 matrix로 구성된다.      

 DVL, IMU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잡음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

한 신호를 받고 센서 샘플링 신호 사이의 상태정보를 추정하

는 확장 칼만필터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4. HAUV의 실험 및 고찰

HAUV의 심도 제어 성능시험을 위해 PID제어기의 이

득을  



 로 적용하여 1m의 수심

제어를 하였다. 실험 중에 약 600개의 데이터를 셈플링 

타임 0.3초 간격으로 저장하여 Fig.7 에 나타내었다.

Fig. 7 HAUV의 depth의 결과

Fig. 8 HAUV의 30° Picth 제어

 HAUV의 심도 자세제어 성능시험을 위해 PID제어기

의 이득을 



 로 적용하여 Roll, 

과 Picth의 각을 30도로 제어하여 자세를 제어 하였으

며, 두각을 동시에 제어 해 보았다. 

Fig. 9 HAUV의 30° Roll 제어

Fig. 10 HAUV의 30° Roll and Picth 제어

 Roll축과 Picth축을 제어하기위해 동일한 셈플링 타임

(0.1초) 의 Roll축과 Picth축 데이터를 동시에 약1400의 

데이터를 받아 30도의 각도를 제어하여 Fig.10 에 나타

내었다. 



Fig. 11 HAUV의 정지 상태 발산오차 테스트

Fig. 12 GPS, IMU를 사용한 way point 테스트

 항법 테스트 결과는 HAUV의 테스트 중인 관계로 수조에서 

정지상태에서 17분간 위치정보를 구한 그래프와 육상 테스트 

데이터만 검증하였다. 

 Fig.11 은 HAUV를 고정 해놓은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17분

간 테스트 한 결과 x방향으로 최고 0.8m y축 방향으로 0.6m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Fig.12 은 GPS와 IMU 센서를 이용하여 육상에서 그려놓은 트

랙을 따라 움직였을 때의 위치 정보 이다.

검은색 line은 육상에서의 HAUV가 지나 갈 궤적을 지상에 나

타낸 line 이며,  파란색 line은 육상에 그려놓은 트랙을 따라 

HAUV를 정확히 움직였을 때의 GPS 위치 정보이고, 이 정보

를 way point 로 HAUV에 입력 후 목표지점 반경 1m내에 도

달하면 목표로 설정했을 때의 HAUV의 추진체 속도을 변화시

키며 IMU와 GPS의 위치 정보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는 test1,2

이다.

  5. 결    론   

 호버링 가능한 HAUV 구조에 대한 모듈형 설계연구를 

수행하였고 HAUV의 제어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

다. 정확한 위치 및 속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센서신호를 퓨전하여 처리하는 센서퓨전보드를 제작하

고 확장 칼만 필터를 포함하는 전체 제어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1) 수중 호버링 제어를 통해 수중에서의 HAUV의 자세  

   가 제어됨을 확인 하였으며 , Roll, Picth의 제어가   

   실시간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다.

2) 수중 항법 을 위한 H/W 센서 구성과 S/W 알고리  

   즘 구성을 HAUV에 적용하여 육상과 수조에서 경로  

   추적 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3) 실내 수조에서의 정지 상태로 15분간 성능 시험 결  

   과 x방향으로 최고 0.8m y축 방향으로 0.6m의 위치  

   오차 가 있었으나 오차가 발산하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4) 심도제어 실험을 하였고 실험결과 30°도 피칭의 제  

   어는 평균 1.2°의 오차범위 내의 제어 성능을 나타내  

   었다. 또한 30° 롤링 제어는 평균 1.5°의 오차 범위  

   내의 제어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1M 심도 제어의 평  

   균 오차 범위 는 5.3cm로 성공적으로 됨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개발한 HAUV의 성공적인 호버링 제  

   어가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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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Subbottom Reflection Coefficients Using Schu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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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for estimating media characteristics of subsea layer and subbottom multi-layers.
The proposed algorithm uses transmitted signal and signal reflected by multi sub layers of various shape and structure, and use Schur algorithm
for estimating reflection coefficients.  The proposed algorithm is efficient in estimating the reflection coefficients since the Shur algorithm finds 

the solution by converting the given inverse scattering algorithm into matrix factorization problem. To verify the proposed algorithm, we 
generate non-homogeneous multi-layer channel for modeling subsea layer and subbottom layers, generate the transmit and reflected signals and
then fin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estimate reflection coefficients efficiently.

1. 서   론

해저지층탐사는 송신된 음파 신호와 해수층과 해저지층

의 퇴적물의 배치 형태에 따라 반사되어 수신된 음파 

신호를 이용하여  해저지층의 특징을 가시화 하는 기술

이다. 해저지층은 다양한 형태의 퇴적물과 암반 등 각

기 다른 물성(밀도, 속도, 감쇠 계수, 반사 계수 등)을 

갖는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다 (Lurton, 2002). 그리고 

퇴적층에 따른 물성차이는 해저지층탐사장비에 각기 다

른 잔향 신호로 측정된다. 따라서 수신된 잔향 신호로

부터 퇴적물의 물성에 따른 임피던스, 감쇠 계수, 그리

고 반사 계수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질음향 

역산란(inverse scattering) 기법은 음향학, 지질음향학, 

그리고 지구물리 탐사 분야는 확률적 접근, 최적화, 패

턴인식, 특이값 분해(SVD), layer peeling 등 다양한 연

구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Tolsma, 2004). 

특히 일반적인 지층의 일반적인 분석은 전통적인 소나 

신호처리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나의 펄스폭에 따

른 거리 해상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리해

상도를 극복하기 위해 신호처리 분야에서는 layer 

peeling 방법인 Schu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샘플링 시

간의 해상도로 지층 변화 특성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사용한다 (Bruckstein, et. al., 1987, Kailath, 1987). 본 

논문에서는 2장에 lattice 필터 구조로 해수층과 해저지

층의 모델화하여 송수신 신호를 합성하는 방법을 제시

했으며, 3장에는 합성된 데이터로 부터 해수층과 해저

지층의 매질 특성인 반사계수의 변화를 추정하는 Schur 

알고리즘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4장에는 해수층과 해저

지층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하여 송수신 데이터를 합성하

여 Schur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2. Lattice  모델

그림 1(a)과 같이 서로 다른 매질의 특성을 갖는 두

층을 고려하여 “1”을 수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손실을 

무시한다고 가정할 때 반사계수에 따라 일부에너지는 

R = r1만큼 반사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만큼 

투과 된다 (Orfanidis, 1988). 이러한 역산란 현상은 그

림 1(b)와 같이 Lattice 구조와 같이 모델링이 된다 

(Bruckstein, et. al., 1987). 여기서 ρ는 매질의 밀도를 

나타내고, c는 매질의 음파속도를 말하며 이를 이용하

여 아래 식 (1)과 같이 반사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1) 

 그림 1과 같은 산란현상은 수학적인 모델은 아래 식 (2)와 같이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Bruckstein, et. al., 1987, Bae, et. al., 

2005). 여기서 





 으로 투과계수라고 하고, 이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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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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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Reflection and transmission in a two layered mdedia (b) 

An equivalent lattice filter model

  (a)

  (b)

Fig. 2 (a) Multi-layered media (b) Lattice model

만약 그림 2(a)와 같이 일정한 시간지연을 가진 N+1 

층으로 매질이 변한다고 가정하면, 그림 2(b)와 같이 

lattice 구조로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식 (2)을 이용해 

식 (3)과 같은 행렬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Bae, et. al., 

2005, Choi, et. al., 2011). 여기서 

와 


는 i층에서의 

송신 및 수신 시계열 신호이며, 각 층에서의 송신 및 

수신의 시간지연은 /2로 놓는다. 이러한 시간지연은 

/2는 수신 시계열 신호의 샘플링 시간의 반과 같으며 

이것은 신호가 송신되고 반사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

는 의미이다. 또한 샘플링 시계열 신호의 개수가 N일 

때 매질의 층은 N+1로 가정하여 lattice 필터를 구성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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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층 모델의 송수신 신호는 그림 2의 모델에 따라 

식 (2)를 이용하여 다층 매질에 입력 시계열 신호 



 

 

 


 ⋯ 가 입사 할 때 반사 시계열 신호 



   ⋯ 를 얻어 구한다.  

3. Schur 알고리즘

 

다층 구조의 매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Schur 알고리즘은 송

수신 시계열 신호로 만들어진 positive definite한 correlation 행렬로 

부터  


 와 같이  generator 행렬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

어진 행렬 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Schu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반사계수를 계산 한다 (Bae, et. al., 2005, Bruckstein, et. al., 1987, 

Choi, et. al., 2011, Kailath, 1987).

Schur Algorithm

I) Generator matrix G의 첫 번째 열로부터 반사계수   

를 구한 후에 다음과 같이 hyperbolic rotation matrix를 계산한다. 

   
 



 


   
 






II) GΓ 0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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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I) 위 계산이 끝나면 시간 지연 성분인 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의 첫 번째 행의 한 열을 밑으로 내린다. 그리고 

의 두 번째 

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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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구한 후에 

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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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II)의 계산이 끝나면 (II)와 (III)의 계산을 마지막 열까지 반복하여 

시행하여 반사계수  ⋯을 계산한다. 

4. 지층 모델 및 반사계수 계산

4.1 해수층 및 해저지층 모델

본 절에서는 그림 3(a)과 같이 해수층과 해저지층을 고

려하여 lattice 모델로 송신 및 수신 시계열 신호를 얻

는다. 해수층은 그림 3(b)와 3(c)와 같이 온도 및 염분

의 변화를 갖고 깊이는 120m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온

도와 염분 변화로 해수층의 음파속도를 아래 식 (5)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Kalmbach, 2011).

       

    
       (5)



여기서 T는 수온(℃), S는 염분(PSU)　그리고 Z는 깊이

(m)이다.  

 

Fig. 3 (a) Sea water and subbottom layer (b) Temperature profile of 

sea water (c) Subbottom profile

식 (5)를 이용해 계산된 해수층의 음파속도는 그림 4(a)

와 같다. 그리고 해수층의 밀도는 1000 kg/m3라고 가정

한다. 해저지층의 경우 그림 3(a)와 같이 음파속도와 밀

도는 여러 층으로 변화한다고 가정 한다  

(Rakotonarivo, 2011). 우선 가층은 120m부터 123.7m까

지 음파속도는 1600m/s라고 가정하고, 밀도는 1000 

kg/m3부터 1300 kg/m3까지 선형으로 변화한다고 가정

한다. 나층은 123.7m부터 128.5m까지 음파속도는 

1600m/s라고 가정하고, 밀도는 1300 kg/m3라고 가정한

다. 다층은 128.5m부터 132m까지 음파속도는 1725m/s

라고 가정하고, 밀도는 1300 kg/m3부터 1800 kg/m3까

지 선형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라층은 132m부터 

135.4m까지 음파속도는 1725m/s라고 가정하고, 밀도는 

1800 kg/m3라고 가정한다. 마지막 층인 마층은 135.4m

부터 159.6m까지 음파속도는 2200m/s라고 가정하고, 밀

도는 2000 kg/m3이라고 가정한다.

(a)                        (b)

Fig. 4 (a) Sound velocity profile (b) Density Profile

식 (1)에 그림 4의 음파속도와 밀도를 넣어 계산하면 

그림 5과 같이 반사계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얻은 

반사계수는 깊이 방향으로 0.1ms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

였으며 총 반사계수의 개수는 1000개이다. 또한 그림 5

의 계산된 반사계수를 보면 해수층은 매질이 매우 천천

히 변화함을 알 수 있고 해저지층의 변화에 비해 무시

할만한 반사계수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반사계수를 이용하여 그림 2의 lattice 모델에 

그림 7(a)와 같은 송신 신호를 입사 시키면 그림 7(b)와 

같이 수신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샘플링 시간

(∆)을 0.1ms 놓으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까지 고

려하여 계산된 송신과 수신 시계열 신호의 샘플 개수는 

2000개가 된다.

   

Fig. 5 Reflection coefficients

(a)                         (b)

Fig. 6 (a) Transmitted signal (cosine) (b) Reflected signal  (cosine) 

4.2 Schur 알고리즘을 이용한 매질의 특성계산

그림 6(a)와 같이 일반적인 지층탐사 장비를 모사하여 

공진 주파수가  500Hz이고 5주기를 갖는 코사인함수를 

송신신호로 가정하면 소나의 거리 해상도만 고려 할 때 

그림 6(b)와 같이 지층의 변화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구분하기 힘든 수신신호에서 정확하게 매질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Schur 알고리즘이고 이

를 이용하여 반사계수를 계산하면 그림 7과 같이 정확

하게 매질의 특성인 반사계수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제

안된 알고리즘은 송신과 수신신호로 만든 행렬이 

Matrix factorization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Positive 

definite 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Fig. 7 Attained reflection coefficient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수층 및 해저지층의 다층으로 구성된 

매질의 특성인 반사계수에 lattice 모델을 이용하여 송

수신 시계열 신호를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송수

신 신호를 이용하여 매질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Schur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알고리즘

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종 매질로 구성된 해수층 

및 해저지층을 위한 다층 구조를 고려한 채널 모델로부

터 송신과 반사 신호를 계산하는 컴퓨터 모의실험을 수

행한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매질을 추정

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해수층은 해저지층에 비해 매우 

천천히 변화하는 매질로 반사계수가 매우 작은 값을 가

지는 것을 보였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은 해상도만 고려

한 경우 구분이 불가능한 매질의 반사계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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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망 및 지오그리드 보강 저회의 경계면 전단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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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Shear Properties of Bottom Ash Mixtures Reinforced with Waste 
Fishing Net and Geo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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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Waste fishing net 폐어망, Geogrid 지오그리드, Bottom Ash 저회, Recycling 재활용, Interface 경계면, Shear strength 전단
강도 

ABSTRACT : In this study, the direct shear test are carried out to evaluate interface shear properties of bottom 
ash-waste fishing net(mesh-size 20mm×20mm) and geogrid.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shear 
properties of reinforced bottom ash were influenced by waste fishing net and geogrid. It was found that the shear 
strength and internal friction angle of the bottom ash decrease with waste fishing net and geogrid. However, the 
residual shear strength of the bottom ash increase due to friction effect between bottom ash particle and waste 

fishing net/geogrid surface.

1. 서    론

  해양폐기물 중 폐어망은 석유화학물질로 난분해성이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해저 바닥에 퇴적된

다. 이러한 폐어망은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어패류의 산

란과 서식을 방해한다. 그리고 선박의 프로펠러에 폐어망

이 감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크고 작은 해난 사고의 원인

이 된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

서 저회와 같은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폐기물의 처리로 인해 매년 국가예산이 소모

되고 있고 매립을 위한 매립부지 확보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폐어망과 저회와 같은 폐

기물들을 지반공학적 재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폐어망은 보강토 구조물의 보강재로 활발히 사용

되고 있는 지오그리드와 유사한 그리드 형상을 가진다. 

이러한 폐어망을 보강토 구조물의 보강재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강토 구조물 안정해석 및 설계 시 필요한 주요 

인자 중의 하나인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특성 규명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특성 

규명을 위하여 직접전단시험 또는 인발시험을 수행하고 

있다(김유성 등, 2006; 조삼덕 등, 2003; 주재우 등, 2003; 

Abdi and Arjomand, 2011; Anubhav and Basudhar, 2010;  

Fleming et al, 2006; Hsieh and Hsieh, 2003; Katarzyna, 

2006; Liu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어망을 

보강토 구조물의 보강재로 재활용하고자 폐어망(망목크기 

20mm×20mm)과 그리드 형태의 고강도 토목섬유인 지오

그리드를 대상으로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여 저회-폐어

망과 저회-지오그리드 사이의 마찰특성을 파악하였다.

2. 재료특성 및 실험방법

2.1 재료특성

직접전단시험 시 지반보성은 저회로 하였다. 저회는 삼

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균등한 공시체 제작

을 위해 No.4체를 통과시켜 자갈크기의 입자를 배제하였

다. Table 1은 비중시험, 다짐시험, 입도분포시험 및 X-

선 분석을 통해 구한 저회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저회의 비중은 2.0이고 유효입경(D10)은 0.12mm이다. 

저회의 균등계수는 11.25, 곡률계수는 1.14로 비교적 양호

한 입도분포를 가진 모래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폐어망은 부산 영도구에서 발생한 

것이다. Table 2는 광폭인장강도시험 및 섬유감별시험을 

통해 구한 폐어망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폐어

망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PET)이며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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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m이다. 최대인장강도는 지오그리드가 폐어망 보다 높

게 나타났다.  

Specific gravity test Gs 2.0

Mechanical analysis

of soil

D10(mm) 0.12

D30(mm) 0.43

D60(mm) 1.35

Uniformity coefficient(Cu) 11.25

Coefficient of gradation(Cc) 1.14

Compaction test
Optimum moisture content() 15.3%

Maximum dry unit weight( ) 10.5kN/m3

X-ray analysis

(XRF, XRD)

Main constituent

(content)
SiO2(52.7%), Al2O3(19.3%)

Main crystallographic Quartz, Mullite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bottom ash

  

                                           

Reinforcement Type
Thick

(mm)
Mesh-sized nets

Peak tensile 

strength(kN/m)

Tensile strain at 

failure(%)

WFN20 PET 2 20mm☓20mm 56.8 10.0

Geogrid
PET+PVC 

Coating
1 20mm☓20mm 69.2 10.1

Table 2 Reinforcement characteristics 

  

                                                      

 2.2 실험방법                                  

저회-폐어망과 저회-지오그리드 사이의 마찰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Figure 1에 나타낸 형식으로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였다. 폐어망과 지오그리드를 전단상자 바닥에 포

설한 후 전단상자 높이 45mm까지 저회를 채웠다. 그리고 

다시 폐어망 및 지오그리드를 전단면에 맞추어 포설한  

후 저회로 전단상자를 채워 실험시료를 완성하였다. 

Table 3은 실험조건을 나타낸다. 직접전단시험 시 각 시

료의 초기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초기 상대밀

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시험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

하였다. 저회의 초기 상대밀도를 95%로 설정하였다. 상대

밀도는 저회의 최대 건조단위중량과 최소 건조단위중량

을 바탕으로 산정되었다. 전단상자의 크기는 

100mm×100mm×90mm로서 직육면체 형태이다. 전단 시 

적용된 연직응력은 30kPa, 60kPa,. 90kPa이며, 전단변형률

은 1.0%/min으로 제어하였다. 실험 시 사용된 폐어망과 

지오그리드의 크기는 길이 245mm, 폭 100mm이다.       

  Fig. 1 Conceptual diagram of direct shear test

                                            



Type Reinforcement Soil

Relative 

density 

(Dr, %)



(kN/m3)



(kN/m3)

Basic stress 

at failure

Residual stress 

at axial strain

Case 1 Unreinforcing

BA 95 10.90 8.32 Peak 10% εCase 2 WFN20

Case 3 Geogrid

Table 3 Details of direct shear test on bottom ash mixtures reinforced with waste fishing net and geogrid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전단응력-변형 곡선

Figure 2는 저회-폐어망, 저회-지오그리드의 전단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수직응력이 증가할수록 전단응력이 증

가함을 알 수 있으며 폐어망과 지오그리드가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낸다. 

 

Fig. 2 Shear stress versus axial strain curves for  

      reinforced bottom ash by waste fishing net  

      and geogrid

Figure 3은 각 Case에 따라 최대전단응력으로 전단응

력을 나누어 정규화한 결과이다. 저회에 폐어망 및 지오

그리드를 보강하였을 경우 무보강 저회 보다 잔류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접전단시험 시 폐어망의 표면이 

저회의 입자에 의해 긁히면서 마찰(friction)이 발생하여 

잔류응력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권순장 등, 2012). 또

한 Figure 4의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 결과에서도 폐어망과 유사하게 지오그

리드 표면이 저회의 입자에 의해 긁힌 것을 알 수 있다.

 

Fig. 3 Shear stress versus axial strain curves for  

      reinforced bottom ash by waste fishing net  

      and geogrid

(a) Geogrid before reinforcing

 

(b) Geogrid after direct shear test

Fig. 4 SEM analysis



3.2 전단응력-변형 곡선     

Table 4는 직접전단시험을 통해 구한 무보강 저회와  

폐어망 및 지오그리드 보강 저회에 대한 전단강도 정수

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5는 연직응력과 전단응력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Figure 5 혹은 Table 4와 같이 폐어망과 지오그리드 보

강에 따른 강도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보강재를 포설하였

을 경우 순수저회일 경우보다 마찰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찰효율은 폐어망이 지오그리드보다 높게 나타

났다.

               

Type
Angle of internal 

friction

Case 1 Unreinforced BA 51.10o

Case 2 BA-Geogrid 47.83o

Case 3 BA-WFN20 48.14o

Table 4 Result of direct shear test of unreinforced 

and reinforced bottom ash

  

                   

Fig. 5 Relationship of shear stress and normal stress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폐어망을 지반보강재로 재활용하기 위

하여 폐어망 및 지오그리드를 대상으로 저회와의 마찰특

성 파악을 위해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로

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SEM 분석 결과, 저회에 폐어망 및 지오그리드 보강 

시 저회 입자와 폐어망 및 지오그리드 표면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여 잔류응력이 증가된다.

(2) 저회-폐어망의 경계면 전단강도가 저회-지오그리드의  

경계면 전단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폐어망 WFN20의 마찰특성이 지

오그리드보다 우수하게 확인되나, 보강재로서 적용하

기 위해선 추후 폐어망의 계속적 연구와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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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to AVISO 1/4°SSH Product in the East Sea
이경재, 장경일(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PO24 동해 연안 장거리(5 MHz) 고주파 레이더(HF-Radar) 설치
운용과 예비 분석결과
손 태, 장경일, 김구(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해양연구소)),
김대현, 문홍배((주) 오션테크)

PO25 Argo 자료로부터 확인된 리만해류와 반시계 순환류 특성
강석구, 김은진, 이재학, 정경태, 석문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

PO26 동해 남부해역에서의 용승현상 고찰
장성태(㈜지오시스템리서치), 문형태, 최휴창(한국수력원자력), 
박종집(㈜지오시스템리서치)

PO27 Contribution of ocean current to the increase in N
abundanc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Marginal Seas
김승규(인천대학교해양학과), 장경일, 김봉국, 조양기(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PO28 한반도 근해 클로로필 변동성에 대한 여름철 양자강 저염수의
향

김광석(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성센터/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
협동과정), 박 제(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성센터),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좌장 : 박명길(전남대학교)

BO01 한국 주변해역의 엽록소 형광과 14C 방법을 이용한 일차생산
비교
고은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해양생물학과), 유신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
연구부)

BO02 Dinoflagellates Practicing Acquired Phototrophy
Myung Gil PARK, Miran KIM(LOHABE, Department of
Oceanography), Sunju KIM(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O03 2011-2012년 낙동강 하류에서 연안에 이르는 해역의 양염
및 식물 플랑크톤 군집의 변화
정미희, 김아람, 윤석현(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권기 (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자원환경과)

BO04 Influence of light attenuation on the Spring Phytoplankton
Primary Production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노재훈(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손승현(CIRA, Colorado State
University, CO, USA), 최동한, 박 제, 안성민, 
이미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BO05 Morphological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the
Korean Strain of Prorocentrum cf. rhathymum
장태 , 임안숙, 정해진, 강남선, 이승연, 유 두, 김형섭, 이무준
(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BO06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hotosynthetic
dinoflagellate Bysmatrum caponii: Molecular and
morphological analyses
장세현, 정해진, 강남선, 유 두, 김민정, 이경하, 윤은 , 에릭포트빈,
황 종(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지구환경과학부), 
김종임(충남대학교생명시스템과학대학생물과학과), 
성경아(군산대학교새만금환경연구센터)

BO07 Spring-Neap Variations of Microphytobenthic Primary
Production in Daebu Tidal flat, Korea
Bong-Oh Kwon, Jong Seong Khim(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좌장 : 김선주(전남대학교)

BO08 안정동위원소 탄소(δ13C) 및 질소(δ15N)를 이용한 실뱀장어의
먹이원 분석
김정배, 이원찬(국립수산과학원어장환경과), 김대중(전략연구단),
성기백(중앙내수면연구소), 최희구, 황학빈, 홍석진, 김형철(국립수
산과학원어장환경과)

BO09 Endoparasitic dinoflagellate Amoebophrya infecting
Cochlodinium polykrikoides
김선주(전남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 박명길(전남대학교해양학과)

BO10 먹이공급 중단시 와편모류 Amylax triacantha의 은편모류
기원 절취 색소체의 동태
김미란, 김광용(전남대학교해양학과), 남승원, 신웅기(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 이원호(군산대학교 해양학과), 박명길(전남대학교
해양학과)

BO11 황해 저층냉수괴 해역의 환경 요소에 의한 음향 산란층 수직
이동 분포 특성
이형빈, 김미라, 강돈혁(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방위센터)

BO12 Molecular cloning, characterization and expression analysis
of lipopolysaccharide-induced TNF-a factor(LITAF) gene
from rock bream
채 선, 김하나(경상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주원, 황성돈(경상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 정지현, 심원준(한국
해양과학기술원), 박찬일(경상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

BO13 미세조류 산업화를 위한 우수 해양미세조류 종주 선별연구
박재연, 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형섭(군산대학교해양
생물공학과), 문승주, 안상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좌장 : 심원준(KIOST)

BO14 Characterization of AhR-mediated activities in Sediment
from Pohang Area, Korea
Seongjin Hong1, Jong Seong Khim1*, Jinsoon Park1, 
Sunmi Kim2, Sangwoo Lee2, Kyungho Choi2, Chul-Su Kim3,
Sung-Deuk Choi3. 4, Jeongim Park5, Jongseong Ryu6, 
Paul D. Jones7, John P. Giesy7
1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2School of Environmental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3EnvironmentalAnalysis Center,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UNIST), 4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ST, 5College of Natural Sciences, Soonchunhyang University,
6Departmentof Marine Biotechnology, Anyang University,
7Department of Veterinary Biomedical Sciences and Toxicology Centre,
University of Saskatchewan, Canada

BO-III 생물해양
15:00-16:30  제5발표장[ 주홀B]

BO-II 생물해양
15:00-16:30  제3발표장[이벤트홀]

BO-I 생물해양
10:00-11:45  제3발표장[이벤트홀]

PO-IV 물리해양-동해, 생태
15:00-16:45  제2발표장[백록홀B]



BO15 A Study on the Acute Toxicity of Iranian Heavy Crude Oil
on the Black Rock Fish, Sebastesschlegelii Immune
Response 
김하나, 채 선, 정지현, 심원준(한국해양과학기술원유류유해물질
연구단)

BO16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f biochemical responses in
resident fish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정지현, 채 선, 김하나, 하성용, 임운혁, 김문구, 심원준(한국해양
과학기술원유류유해물질연구단)

BO17 Characterization of microbial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sulfate-methane transition zone(SMTZ) of the gas hydrate-
bearing sediment in the Ulleung Basin in the East Sea
조혜연, 현정호(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 유옥례(한국해양과
학기술원), 김성한(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김문구, 최동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

BO18 물리-생물 접합모델을 활용한 굴 복원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김충기(인하대학교해양과학기술연구소), 박경(University of
South Alabama/Dauphin Island Sea Lab)

BO19 환경(생태)서비스 개념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Natural Capital Project-InVEST 소개)
김충기(인하대학교해양과학기술연구소)

좌장 : 최경식(서울대학교)

GO01 Morphodynamics and stratigraphy of compound dunes on
the Yeochari tidal flat(Ganghwa Island) in Gyeonggi Bay,
Korea
조주희(서울대학교해양학과), 오청록(전남대학교해양학과),
최경식(서울대학교해양학과)

GO02 꽃지 해수욕장의 해안선변화 조사-항공사진측량과 지상측량
자료의 비교
김백운(군산대학교새만금환경연구센터), 윤공현, 이창경(군산대
학교토목공학과)

GO03 Architectural development of chenier(shelly sand ridge) in
macrotidal Gomso Bay, west coast of Korea
오청록(전남대학교해양학과), 조주희, 최경식(서울대학교해양학과)

GO04 광 백수조간대의 이미언(Eemian, MIS 5e) 간빙기 해성 퇴적층:
제4기 층서 진화와 의미
장태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해저지질연구실), 김진철, 이상헌(한국
지질자원연구원제4기지질연구실)

GO05 Clay fabric and mineralogy on the physical property
variation of Heuksan Mud Belt
Buyanbat Narantsetseg(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학과), 김길 * , 
장태수, 최헌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연구본부), 김진욱
(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학과)

GO06 황해 남동부 흑산머드벨트 표층퇴적물의 지화학적 특성에
따른 퇴적물 기원지 연구
하헌준(전남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한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
저연구본부), 전승수(전남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장태수(한국지
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연구본부)

GO07 한국 남동해역에 분포하는 니질퇴적대의 후기 홀로세 퇴적작용
김유리, 천종화(한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연구본부)

좌장 : 김부근(부산대학교)

GO08 Illuminating Earth’s Past, Present, and Future: New IODP
(2013-2023) 과학계획 및 동해시추(Exp. 346)
김길 , 장세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연구본부),
현상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방위센터)

GO09 북극해 심해퇴적층에서 산출되는 자생 탄산염광물의 기원:
안정동위원소와 미량원소 결과
우경식(강원대학교지질학과), 남승일(극지연구소), 지효선(강원대
학교지질학과)

GO10 Miocene climate variabil ity in the Iceland Sea–
Reconstructions based on marine palynomorphs and
alkenones from ODP Hole 907A
Michael Schreck1. 2, Marie Meheust2, Nam Seung-Il1,
Ruediger Stein2 and Jens Matthiessen2

1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Incheon, Korea
2Alfred Wegener Institute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 
Bremerhaven, Germany

GO11 Calcareous nannofossil biostratigraphy of North Pond,
Mid-Atlantic Ridge, IODP Expedition 336
Jang Yiseul(Petroleum Resources Technology,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UST)), Park Youngsoo(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KIGAM))

GO12 남서태평양 통가열수해역에서 침강입자의 금속원소 특성
김형직, 유찬민, 주세종(한국해양과학기술원심해저자원연구부)

GO13 Ultra-high resolution climate change in the Adélie Basin
(East Antarctica: IODP Exp 318 Hole 1357)
Kim, J.H.(Department of Ocean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Dunbar, R.B.(Environmental Earth System Science, Stanford
University), Khim, B.K.(Department of Ocean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좌장 : 김규범(서울대학교)

CO01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ΔO2/Ar and its driving
force in the Amundsen Sea, Antarctica
Doshik Hahm, Tae Siek Rhee(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Hae-Cheol Kim(NOAA/NWS/NCEP/EMC National Center for 
Weather and Climate Prediction), Young-Nam Kim, Doo-Byoul 
Lee, Hyoung Chul Shin, SangHoon Lee(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CO02 남극 아문젠해에서 234Th/238U비평형법을 사용한 유광대에서
심층으로의 유기탄소 및 생물기원규소 플럭스 추정
김미선(충남대학교해양환경과학과), 최만식(충남대학교해양환경
과학과/분석과학기술대학원), 이상헌(부산대학교해양학과)

CO03 2010-2012 여름 북극 척치해 무기탄소 인자들의 시·공간분포
변화
전현덕, 이태식, 신형철, 정경호, 강성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
극지연구소)

CO04 Significantly increasing anthropogenic atmospheric
nitrogen deposition to mid-latitude North Pacific
subsurface waters
Il-Nam Kim, Kitack Lee, Tae-Wook Kim(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POSTECH)

CO05 방사성탄소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울릉분지 내 침강입자 유기
물의 순환
김민경, 황점식(포항공과대학교환경공학부)

CO-I 화학해양
10:30-11:45  제5발표장[ 주홀B]

GO-II 지질해양-대양지질해양
15:00-16:30  제4발표장[ 주홀A]

GO-I 지질해양-연근해지질해양
10:00-11:45  제4발표장[ 주홀A]



5월 24일(금) 

좌장 :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PO29 제주도 남동부 연안역의 해수 유동 특성
이재학, 홍창수, 박진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성준((주)지오시
스템리서치), 조성환((주)연안생태기술연구소), 주세종(한국해양과
학기술원)

PO30 산강 하구의 방류량에 따른 담수 확산 범위 파악을 위한
수치모델 모의
김종욱, 윤병일, 송진일, 우승범(인하대학교해양학과)

PO31 산호 내측에서의 시간변화에 따른용존산소 농도 변화 파악
송진일, 윤병일, 김종욱, 임채욱, 구본호, 김명석, 우승범(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PO32 군산 앞바다의 표층 수온 연직 구조와 해수면온도의 상관성
분석
홍단비, 양찬수(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해양환경시스템과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성센터)* , 최병주(군산대학교해양학과),
백지훈(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성센터)

PO33 관측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연안의 조류 분포 분석
이 석(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성태((주)지오SR), 오경희, 
송규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학렬((주)지오SR), 
조철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PO34 2012년 평균해수면의 특이 상승현상
허룡, 한광남(국립해양조사원), 한기종((주)UST21), 
유학렬(국립해양조사원)

PO35 2007년 3월과 2008년 4월에 발생한 서해안 이상파랑 전파방향에
대한 비교 분석
우승범(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엄현민(기상청관측기반국해양
기상과), 김명석(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유승협, 서장원(기상청
관측기반국해양기상과) 

좌장 : 최현우(KIOST)

BO20 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
남정호, 장원근, 한기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연구본부)

BO21 해양생명자원 정보표준화 및 통합DB구축
윤훈주, 정호현((주)선도소프트)

BO22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의 스마트패드용 GIS 서비스 개발
박수 , 백상호, 김성대(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데이터센터)

BO23 해양연구자 참여형 클라우드 WebGIS
오정희, 최현우, 김태훈, 윤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데이
터센터)

BO24 GIS의 역할, 해양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최현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데이터센터)

좌장 : 이원제(경남대학교)

BO25 Ultrastructure and molecular phylogenetic position of
Heteronema exaratum Larsen and Patterson 1990, a
phagotrophic euglenid(Protist)
Won Je Lee(Department of Urban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Alastair G. B. Simpson (Department of 
Biology, Dalhousie University, Canada)

BO26 광양만에 출현하는 광합성 섬모류 Mesodinium rubrum
-생물량 분포 및 먹이사슬 구성생물 간의 상관성-
박종우(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김형섭(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오미령(군산대학교해양공학과), 윤석현, 박경우
(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이원호(군산대학교해양공학과)

BO27 Characterization of sulfate-reducing communities using
dissimilatory sulfite reductase(dsr) gene in the finfish
(rockfish and seabream) aquaculture farm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최아연, 조혜연, 김보미나, 신재혁, 현정호(한양대학교해양융합
과학과)

BO28 평택항에 우점하는 모악류 Aidanosagitta crassa의 유형별
시공간 분포
신아 , 서호 (전남대학교해양기술학부환경해양학과), 서민호,
신경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평형수센터)

BO29 극동산 인공 실뱀장어(Anguilla japonica)의 생산 및 특성
1. 렙토세팔루스에서 인공 실뱀장어로의 변태 과정
김대중, 김신권, 이배인(국립수산과학원전략연구단), 김정배(국립
수산과학원어장환경과), 김응오(국립수산과학원전략양식연구소),
김경길(국립수산과학원전략연구단)

좌장 : 최만식(충남대학교)

CO06 샨샤댐 건설에 따른 동중국해 북부해역의 해양환경 장기 변동
특성
윤상철, 윤석현, 오광석, 황재동, 서 상(국립수산과학원수산종합
정보과), 윤이용(군산대학교) 

CO07 남해와 동중국해 표층수중 라듐 동위원소의 분포 특성
이호준, 김정현, 김규범(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CO08 주요 해양시설 주변해역 퇴적물의 오염현황 및 관리방안
김성길, 시연규, 이 주, 안정현, 선철인, 이용우(해양환경관리공단
기후수질팀)

CO09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시험에 따른 기준환경
조사
천종화, 이성록, 류병재, 박장준, 김 준, 김유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CO-II 화학해양
09:30-10:30 제5발표장[ 주홀B]

BO-V 생물해양
11:00-12:15 제3발표장[이벤트홀]

BO-IV 생물해양
09:30-10:45 제3발표장[이벤트홀]

PO-V 물리해양
10:00-11:45  제1발표장[백록홀A]



5월 23일(목) 

좌장 : 강창근(포항공과대학교해양대학원)

SA01 우리연안 잘피현황 및 연구방향
이근섭(부산대학교생명과학과)

SA02 Application of multi-spatial resolution satellite imageries for
long term seagrass mapping in Korean coastal waters
김근용, 김광용(전남대학교해양학과), 최종국, 이윤경, 
유주형(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성센터)

SA03 Population ecology and trophic diversity in amphipods
within a temperate eelgrass ecosystem
정승진(국립공원연구원), 유옥환(해양연구센터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립(전남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강창근(포항공과대학교해양
대학원)

SA04 Trophic transfer between coastal habitats in a seagrass-
dominated macrotidal embayment system as determined
by stable isotope and fatty acid signatures
박현제(포항공과대학교해양대학원), 최은정(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이근섭(부산대학교생명과학과), 강창근(포항공과대
학교해양대학원)

SA05 잘피(거머리말, 해호말)생장에 따른 퇴적물 내 황산염 환원력
변화연구
김보미나, 김성한, 목진숙, 유정식, 현정호(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SA06 Genetic studies for seagrasses in the shallow coastal
waters of Korea
김 균, 김종협, 김승현, 김재우, 이근섭(부산대학교생명과학과)*

SA07 한국 연안의 잘피서식지 복원
박정임, 허완, 손민호(해양생태기술연구소) 이근섭(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SA08 Current status and distribution of seagrasses in Jeju Island:
management,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for seagrasses
habitat
Sangil Kim, Yun Hee Kang and Sang Rul Park
(School of MarineBiomedical Sciences, and Marine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5월 24일(금) 

좌장 : 최병주(군산대학교), 박경애(서울대학교)

SB01 중등 과학 교과서의 동해 해류도 분석 및 해류모식도 제작에
대한 제언
박경애(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박지은, 서강선
(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최병주(군산대학교해양학과), 변도성,
이은일(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SB02 국립해양조사원 해류도제작 활동
변도성, 이주 , 박세 , 이은일(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SB03 북서태평양 순환 모식도와 모델결과
이준호, 방익찬,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 변도성(국립해
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최병주(군산대학교해양학과)

SB04 대마난류의 계절 변동성
조양기(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SB05 황해-동중국해의 해양순환과 해류: 관측중심
이흥재, 조철호, 이석, 정경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환경·
보전연구부)

SB06 동해 평균 표층 해류 및 계절 변동
이동규(부산대학교해양학과)

SB07 동해와 북서태평양 해류모식도 초안 작성
최병주1, 박경애2, 이상호1, 변도성3, 박지은4

1군산대학교해양학과, 2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3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4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SB08 GOCI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역 해류벡터도 작성
최종국, 양현, 한희정, 유주형, 박 제(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
성센터)

좌장 : 김학준(극지연구소), 최한구(극지연구소)

SC01 극지 단세포 녹조류의 다양성
임수연, 신웅기(충남대학교생물학과), 최한구(극지연구소생명과
학연구부)

SC02 극지 해조류의 다양성과 계통학적 유연관계
최한구(극지연구소극지생명과학연구부)

SC03 극지 요각류의 분자계통연구와 극지 모델생물의 구축
김상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SC04 Amphipods(Crustacea: Malacostraca) from the Shallow
Sublittoral Zone of Marian Cove,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김지훈1, Anna Jaz˙dż   w   s   k  a  2,    최한구3, 김원1

1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Laboratory of Polar Biology and Oceanobiology, University of 
Lodz, Poland

3Division of Life Sciences,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SC05 극지 해양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의 국내 현황
민기식(인하대학교생명과학과)

SC06 Structural and functional studies on an ice-binding protein
(LeIBP) from Arctic yeast
이준혁, 도학원, 이성구, 김학준(극지연구소극지생명과학연구부)

SC07 Crystal structure and antifreeze properties of an ice-binding
protein from Antarctic bacteria, Flavobacterium frigoris PS1
도학원, 이준혁, 이성구, 김학준(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극지
과학과)

SC08 Characterization of antifreeze proteins from Antarctic
microalgae
진언선, 정웅식, 곽윤호(한양대학교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과)

SC09 The effect of Arctic antifreeze protein in the cryopreservation
of mammalian cells
심혜은, 이성구, 이준혁, 김학준(극지연구소극지생명과학연구부)

SC10 Production rate of mycosporine-like amino acids using
carbon stable isotope on the melting ponds in Arctic
하선용, 민준오, 주형민, 정경호, 강성호(극지연구소극지기후연구부),
신경훈(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SC-극지해양생물다양성과저온적응
09:30-12:15 제4발표장[ 주홀A]

SB-동해, 황해, 북서태평양순환과해류(모식)도
09:30-11:45 제2발표장[백록홀B]

SA-기후변동에따른우리연안잘피생태계의구조및
기능변화 09:45-11:45 제6발표장[한라홀A]



좌장 : 신경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

SD01 선박평형수에 유입된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재성장능력
평가
백승호, 장민철, 신경순(한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SD02 Pyrosequencing 기술을 이용한 식물플랑크톤 조사 및 해양
외래종 연구의 활용 가능성
기장서(상명대학교생명과학과)

SD03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otentially risky and
foreign species through port baseline surveys at
international Korean seaports
강정훈, 권오윤, 장민철, 신경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SD04 A Rapid Assessment Survey of Macrobenthic Invasive
Species in Korean Waters
Jae-Sang Hong(Department of Ocean Sciences, Inha University),
Keun-Hyung Choi(South Sea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ungtae Kim, Chae-Lin Lee, Cheol Yu
(Department of Ocean Sciences, Inha University)

SD05 Predicting dispersal of marine invasive species using
habitat niche modelling
최근형(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평형수센터)

좌장 : 정희동(국립수산과학원)

SE01 Characteristics of heat content variations in the Ulleung
Basin
윤승태, 장경일(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SE02 An Effect of Nutrient Transport through Korea Strait on the
East Sea Ecosystem: A Biological-Physical Couple
Modeling
오유리, 장찬주, 고철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SE03 The combined effects of elevated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on the early development
stage of olive flounder(Paralichthys olicaceus) larvae
김경수1, 심정희2, 김수암1

(1부경대학교해양생물학과, 2국립수산과학원어장환경과)

SE04 Population biology of Thamnaconus modestus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김아름, 오철웅(부경대학교자원생물학과)

SE05 Decadal climate variab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water
temperature and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waters 
Hae Kun Jung(Marine Bio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Chung Il Lee
(Department of Marine Bio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SE06 Estimation of primary production and its tempo-spatial
variability for East Sea(Japan Sea), 1998-2007
Joo-Eun Yoon, Sinjae Yoo(Marine Ecosystem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SE07 Seasonal shift of ecosystem structure around the Ulleung
Basin of the East/Japan Sea
Taeki An1, Hyun Je Park1, Jung Hyun Kwak1, Chung Il Lee2,
Hae Won Lee3, Kangseok Hwang4, Jung Hwa Choi5, 
Chang-Keun Kang1
1Pohang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POSTECH
2Dept. of marine bio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3Dokdo Fisheries Research Center, NFRDI
4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Division, NFRDI
5Fisheries Resources Research Division, NFRDI

SE08 Improvement of previous qPCR method for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Heterosigma akashiwo cysts
Joo-Hwan Kim, Bum Soo Park, Myung-Soo Han
(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SE09 Size-and Fecudnity-dependent Mortality Formulation for
Sailpin Sandfish(Arctoscopus japonicus) in the southwestern
East Sea
Seungmok Ha1, Hyung-kee Cha2, Jae Hyeong Yang3,
Sung Il Lee3 and Sukgeun Jung1

1College of Ocean Sciences, Jeju National University,
2Subtropical Fisheries Research Center, NFRDI, Jeju
3Fisheries Resources and Environment Division, NFRDI, Busan

물물리리 김 규(국방과학연구소), 문일주(제주대학교)

생생물물 박명길(전남대학교), 이원제(경남대학교)

지지질질 김형직(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우경식(강원대학교)

화화학학 김기범(경상대학교), 강동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01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의 원격반사도(Rrs) 정확도 향상을
위한 현장분광복사계 검보정 연구
안기범1. 2, 오은송1, 조성익1. 2, 박 제1, 유주형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성센터, 2연세대학교천문우주학과

PP02 Aquarius/SAC-D 관측 염분과 현장 관측 자료의 비교(동중국
해를 중심으로)
임진욱(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 이충일(강릉원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정희동, 김상우(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

PP03 아고뜰개 수온자료에 근거한 동해 혼합층 계절변화
김보연, 장찬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종진(경북대학교해양학과)

PP04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를 이용한 전구 유의파고 공간분포 및
장기변동 특성 분석
우혜진(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박경애(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
해양연구소)

PP05 Climate Response to Solar Radiation Reduction in High
Latitudes
신호정, 장찬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PP06 실시간해양모니터링부이에서 관측된 울릉도·독도 연안해역
물리적 특성
김윤배, 장 석(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장경일(서울대학교), 이재철(부경대학교)

물리

심사위원

SE- PICES (PICES-2013 참가지원특별세션)
09:30-11:45 제6발표장[한라홀A]

SD-한국해양외래종의현황, 향 및관리
10:45-12:00 제5발표장[ 주홀B]



PP07 극궤도 위성 및 정지궤도 해색위성자료의 클로로필-a 스펙클
분포 특성
이민선, 박지은(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박경애(서울대학교지구
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PP08 CMIP3 모형결과 경계조건을 이용한 북태평양 해수면 미래변화
전망
김민우, 김철호, 장찬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PP09 L밴드 PALSAR 상을 활용한 한반도 주변해 고해상도 해상
풍·파랑 산출 및 정확도 분석
김태성(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박경애(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
해양연구소)

PP10 수온수직구조의 정량화를 통한 수온약층의 공간분포 특성
윤동 , 최현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데이터센터)

PP11 과거 해양자료 복원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 수온 변동 연구
이준수, 한인성, 황재동, 서 상(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PP12 황동중국해 표층염분 변동과 엔소 상관성
박태욱, 장찬주, 권민호, 김철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
기후연구부), 나한나(일본홋가이도대학대학원이학부), 
김광열(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PP13 동해 위성 클로로필-a 농도 자료의 합성장 생산 방법 비교
박지은(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박경애(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
해양연구소), 이민선(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강창근(포항공과대
학교해양대학원)

PP14 정지위성자료(COMS, MTSAT)를 활용한 해수면온도 산출
이은 (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박경애(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
해양연구소), 이정림(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위성기획과)

PP15 앙상블 칼만 필터(EnKF)에 모델의 에러를 고려하여 자료동화한
황해 해양순환 모델
권경만, 최병주, 이상호(군산대학교해양학과), 서광호(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PP16 Steric 효과를 직접 고려하는 MOM4 모형을 이용한 지구온난
화에 의한 쿠로시오 수송량 변화 예측
임채욱(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김동훈(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지구
환경연구소), 우승범(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PP17 한강하구 염하수로의 주 수로방향 염분 분포 특성
윤병일(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이동환(지오시스템리서치),
김종욱, 구본호, 임채욱, 우승범(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PP18 HF Radar를 이용한 대한해협 파랑 관측
김대현(오션테크(주)), 유학렬, 황창수(국립해양조사원), 
문홍배(오션테크(주))

PP19 2012년 4월 3일에 발생한 이상 고파랑 연구
허기 , 전기천, 정진용, 최정운, 권재일(한국해양과학기술원연안
재해·재난연구센터)

PP20 KOGA부이 관측자료에 의한 2011년~2012년 이어도남부해역의
물리적 특성
김국진((주)전략해양), 허룡, 황창수(국립해양조사원), 이제신((주)
전략해양)

PP21 원전 일시정지에 의한 고리 주변 해역의 수온변화 수치실험
김국진, 양지관((주)전략해양), 문형태, 변주 , 최휴창(한국수력원
자력(주)), 강 승, 김현승, 채 기((주)전략해양)

PP22 고해상도 환북극해(Pan-Arctic) 해빙 시뮬레이션
권미옥, 이호진(한국해양대학교해양생명환경학과)

PP23 Asymmetry of seasonal sea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sea around Korean peninsula
곽현 , 조양기, 김봉국(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유승협, 
서장원(기상청해양기상과)

PP24 기상청 동북아시아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최적내삽법을 이용한 위성관측 해수면 온도 자료동화 효과
김지혜(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엄현민(기상청해
양기상과), 장필훈, 강기룡, 최 진(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
템연구과)

PP25 해양자료 3차원 표출기술 개발
임병환, 조형준, 최 진(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PP26 Full-depth velocity sections in the Ulleung Basin measured
using LADCP
신재암, 장경일(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PP27 국립기상연구소 국제 ARGO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계획
조형준. 전혜원, 임병환, 장필훈, 김 아, 강기룡, 최 진
(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PP28 황해저층냉수 남쪽 한계의 연변화와 원인
양희원, 조양기, 서광호(서울대학교해양학과)

PP29 해양예측시스템의 기상입력자료 생산을 위한 UM/WRF 모델
예측성능 평가
정상훈, 허기 , 최정운, 박광순, 권재일, 조경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PP30 입자 추적 실험을 이용한 섬진강 하천수의 거동 특성 분석
김백진, 노 재, 정광 (충남대학교해양학과), 
박광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32 Relationship between a tropical cyclone landing on
southern China and development of cyclonic disturbance in
eastern China which induces heavy rainf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정춘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이태 (연세대
학교대기과학과)

PP33 Mass balance of Greenland ice sheet according to
modification of topography
이지연, 안순일(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PP34 Changes in the Tsushima Warm Current and their impacts
in coupled climate models
A-Ra Choi, Young-Gyu Park, Hui Jin Choi(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Research Division, KIOST)

PP35 CMIP5 기후모델의 북태평양 아열대환류의 특성
박 규1, 김혜라2, 백규남1. 3, 서성봉1. 3, 신혜경1, 이기웅2, 이동원1, 
임형규1, 장혜 2, 전찬형1, 최아라1, 최희진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2한양대학교해양환
경과학과, 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해양환경시스템과학

PP36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cific meridional mode and
occurrence of El Nino
임슬희, 안순일(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PP37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발생한 이상파랑 수치실험
조경호, 최진용, 박광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
현상권((주)아라종합기술), 오유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
기후연구본부), 박준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환경.보전연구본부)

PP38 Machine Learning-based Classification of Tidal Flats in
South Korea Using Satellite Remote Sensing
김미애, 임정호(울산과학기술대학교도시환경공학부), 
정종철(남서울대학교지리정보공학과)

PP39 Verification of wave simulation for typhoon Maon(1106),
Roke(1115), and Chaba(1014) using satellite-measured
wave height
김민 ,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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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 Connection between the genesis frequency of tropical
cyclones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summer
rainfall over Northeast Asia
Il-Ju Moon(Gratuate Program in Marine Meteor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Ki-Seon Choi(National Typhoon Cente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P41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of tropical cyclones in
Taiwan and the Pacific/North American pattern
Il-Ju Moon(Gratuate Program in Marine Meteor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Ki-Seon Choi(National Typhoon Cente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P42 Parameterization of vertical mixing depth under tropical
cyclones
김성훈,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PP43 해모스 타워 자료를 이용한 서남해역 해상풍력단지 해상풍
모의 검증
김민 ,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PP44 대기-파랑 결합모델을 이용한 바람과 파고 예측 개선효과 분석
손고은, 정주희, 김현수, 김유근(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PP45 LAS를 이용한 해양예측자료 가시화 시스템 구축
박세 , 이주 , 변도성(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김계 (㈜비엔티솔루션)

PP46 Seasonal prediction of tropical cyclone genesis frequency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based on a statistical method
오유정,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PP47 Investigation of Arctic Sea Ice Change Using Arctic
Oscillation Index and Multi-sensor Data
이상균, 윤현진, 임정호(울산과학기술대학교도시환경공학부)

PP48 POSEIDON and TIPEX projects in the Tropical Ocean by
the KIOST
김응, 전동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

PP49 Two climate factors in May that affect Korean rainfall in
September
Ki-Seon Choi(National Typhoon Cente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l-Ju Moon(Gratuate Program in Marine
Meteor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PP50 이어도과학기지의 성층 형성수심 변동 분석
김성현, 김병남, 최복경, 김봉채(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방위센터),
김동선(부경대학교해양산업개발연구소)

PP51 Seasonal variation of coastal currents over the mid-east
coast of Korea
박재형, 장경일(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조창봉(국방과학연구소)

PP52 서태평양 적도상층 미세구조
백규남(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
기후연구부), 홍창수, 이재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순환기후연구부)

PP53 Coastal Modeling System using GOCI Satellite Data
Hak-Soo Lim1, Chang S. Kim1, Young-Je Park2, 
Kwang Soon Park1, Jae Seol Shim1, and Insik Chun3
1Coastal Disaster Research Center, KIOST
2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IOST
3Civi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PP54 슈퍼컴퓨팅 자원을 이용한 모델링 웹 포털 및 3차원 가시화
서비스 개발
육진희, 안준언, 이승훈, 이 이, 조민수(KISTI/NISN 슈퍼컴퓨팅
서비스센터), 김기 , 안용준, 김종군((주)환경예측연구소)

PP55 여름철 서해 천수만의 잔차류 특성과 성층 변동성
정광 , 노 재, 김백진(충남대학교해양학과)

PP56 축 초호(Chuuk Lagoon)의 물리환경 및 해수교환
김소연, 소재귀, 강현우, 김한나(한국해양과학기술원)

PP57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 설계방안 연구
김현수, 김유근(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송상근(제주대
학교지구해양과학과), 정주희, 손고은(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PP58 KIOST 해양자료포털을 통한 원외정보서비스
김성대, 박수 , 최상화, 백상호, 박혁민, 이진희, 정미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학데이터센터)

PP59 동해 중부해역에서 수중음향 청음실험 결과
임세한, 이기 (해군사관학교해양학과)

PP60 동북아시아 해역의 미래 파랑 기후 분석
박종숙, 강기룡, 최 진(국립기상연구소)

PP61 통계적 분석을 이용한 최근 30년 북서태평양 태풍 진로 분석
오상명(APEC 기후센터),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
김광렬(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PP62 Prediction of Inundation for Major Harbors in Korea Using
Coastal Inundation Forecasting System
김민석, 엄현민, 강기룡, 최 진(국립기상연구소)

PP63 우리나라 남, 서해안의 바다갈라짐 현상과 예보서비스
유학렬, 고지민(국립해양조사원), 하승걸((주)환경과학기술)

PP64 한반도 주변에서의 Heat budget
신홍렬, 심정은(공주대학교대기과학과), 
Naoki Hirose(큐슈대학교응용역학연구소)

BP01 Two Species of the Genus Okenia
(Mollusca: Gastropoda: Nudibranchia) New to Korea
Daewui Jung(Department of Green Life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Jongrak Lee(Marine Biodiversity Research Institute,
INTHESEA KOREA Inc.), Chang-Bae Kim(Department of Green
Life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BP02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 향평가방안
-해상풍력발전사업 가이드라인 도출방안을 중심으로-
맹준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범준(지오시스템리서치),
임오정, 서재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BP0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환경평가방안
-해상풍력발전사업 현황 및 환경 향을 중심으로-
맹준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범준(지오시스템리서치),
임오정, 서재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BP04 2012년 서해연안 Cochlodinium 적조발생
이승민, 박지혜, 박승윤, 박종수(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BP05 Mitochondrial sequence analysis of the Nebalia, with
description of a new species of Leptostraca
(Malacostraca: Phyllocarida), from South Korea
Ji–Hun Song, Gi–Sik Min(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Inha University)

BP06 Egg production rate and interannual variations of
Paracalanus parvus(Copepoda: Calanoida)
장민철, 최근형, 현봉길, 신경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평형수센터)

BP07 광양만에서 양염 첨가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반응
및 양염 제한
배시우, 백승호, 손문호, 김 옥(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

BP08 Responses of microbial communities to dosing with the
algicide thiazolidinedione derivative TD49 in a mesocosm
experiment
손문호, 백승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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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09 한국연안의 겨울철 식물플랑크톤 분포 특성
정승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이진환(상명대학교
그린생명과학과), 배세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BP10 가을철 동해의 난, 자치어 군집특성
이은경, 유재명(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이정아(한국해양과학기술원통 해양생물자원연구·보존센터)

BP11 2006~2009년 새만금호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과 와편모조
류의 출현 특성
최충현, 정승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박종규(군산
대학교해양학과), 윤석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김성현(군산대학교해양학과)

BP12 제주연안에 출현하는 유독와편모조류의 해양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에 대한 독성
이균우, 강정훈, 백승호, 권오윤(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BP13 Pegea속(탈리아강:살파목:살파과) 한국미기록 2종 보고
김선우(해양환경관리공단), 원정혜(서대문자연사박물관), 
김창배(상명대학교생명과학과)

BP14 2011년 남서태평양 통가 열수주변해역 플랑크톤 분포특성
강정훈, 권오윤(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주세종(한국해양과학기술원심해저자원연구부)

BP15 Nuclear mitochondrial pseudogenes in Austinograea
alayseae hydrothermal vent crabs(Crustacea: Bythograeidae):
effects on DNA barcoding
김세주, 이경용, 주세종(한국해양과학기술원심해저자원연구부)*

BP16 A new species of the Clathrids marine sponge from Jeju
Island, Korea
김형준(해양환경관리공단)

BP17 한국 내만해역 대형저서동물군집의 건강도 기준치 설정
서진 , 최진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분원)

BP18 유류 사고 직후에 중형저서동물 군집 변동 연구
강태욱, 이희갑, 오제혁, 신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민원기, 노현수, 김동성(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BP19 실험실 실험을 통한 이산화탄소와 수온이 규조류 성장에
미치는 향
현봉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국립부경대학교), 장풍국,
장민철, 이우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 문창호(국립부경
대학교), 신경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

BP20 냉동 보관 기간과 온도에 따른 Chlorophyll-a 농도의 변화
김종명, 김윤지, 이재형, 이상헌(부산대학교해양학과)

BP21 곰소만 모래 조간대에 서식하는 해양 저서성 와편모류의
다양성과 분자계통
윤지혜(전남대학교해양학과), 김선주(전남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
박명길(전남대학교해양학과)

BP22 유사 시기의 후포뱅크와 광양만에서 식물플랑크톤 거대분자
조성 비교
강재중, 김보경, 이장한, 김수민, 박정우, 이상헌(부산대학교지구
환경시스템학부해양학전공)

BP23 여름철 천수만에서 담수 방류가 동물플랑크톤에 미치는 향
이상우, 이재광, 박철(충남대학교해양환경과학과)

BP24 2007년 북 베링해의 식물플랑크톤의 거대분자생산비교
주희태, 이장한, 강창근, 임재현, 이상헌(부산대학교해양학과)

BP25 동해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생체고분자(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조성과 먹이물질에 관한 연구
이장한, 주희태, 박정우, 이다솜, 이상헌(부산대학교해양학과)

BP26 계절과 지역적 변화에 따른 식물 플랑크톤의 체내 지질
(Lipids) 생성량 비교
이호원, 서희헌, 강한결, 강석한, 이상헌(부산대학교해양학과)

BP27 지방산 및 안정동위원소를 활용한 열수 분출구 서식 생물의
에너지 기원 추적
고아라, 주세종(한국해양과학기술원심해저자원연구부)

BP28 남극 아문젠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성 계절적 변동
김보경, 주희태, 이상헌(부산대학교해양학과)

BP29 Redescription of Zehntneriana villosa(Zehntner, 1894)
(Crustacea: Decapoda: Pilumnidae), and a new species of
the rare rhizopine crab
Sang-kyu Lee(Marine Ecosystem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orea), 
Peter K. L. Ng(Department of Biologycal Sciences, Faculty of
Scienc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Dongsung Kim(Marine Ecosystem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orea), 
Won Kim(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BP30 Seasonal variations in population dynamics of kelp
Ecklonia cava in Jeju Island, Korea
Sangil Kim1, Yun Hee Kang1, Taek Kyun Lee2, 
Seungshic Yum2, Nam-Il Won3 and Sang Rul Park1*

1School of Marine Biomedical Sciences, and Marine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2South Sea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3K-Water Research Institut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BP31 A comparison of phytoplankton biomass and environmental
factors at inner and outer sites in Incheon port, Korea
권오윤(상명대학교그린생명과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
연구부), 강정훈(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BP32 A preliminary study for identification of the cyst theca
relationship of the dinoflagellate species
Zhun LI1. 2, Yeong Mi Yeo1, Myung-Soo Han2 and Hyeon Ho Shin1
1Library of Marine Samples,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2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BP33 Morphological features and viability of Scrippsiella
trochoidea cyst isolated from faecal pellets of polychaete
Capitella sp.
Hyeon Ho Shin(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Zhun LI(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Seung Won Jung, Young-Ok Kim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BP34 중형저서동물의 생태지수를 활용한 오염 모니터링기법 연구
이희갑, 오제혁, 강태욱(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민원기, 노현수, 김동성(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BP35 2010-2012년 한강, 금강, 산강 및 낙동강 하구역에서의 식물
플랑크톤 군집의 변화
정미희, 김아람, 김기원, 윤석현(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BP36 Fish biological effect monitoring of chemical stressor; 
a case study at South Sea, Korea
정지현, 채 선, 김하나, 심원준(한국해양과학기술원유류유해물질
연구단)

BP37 Feeding ecology of anchovy Engraulis japonicus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Min Jung Kim, Seok hyun Youn(Fishery and Ocean Information
Division,NFRDI)

BP38 서해 가로림만내 중형저서동물의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
전동구(㈜마린액트), 유재원(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이강현(㈜마린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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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39 시화 조력발전소 가동 전후에 시화 내.외측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변동
윤석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상명대학교생명과학과),
정승원, 최충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유재원(한국
연안환경생태연구소), 이진환(상명대학교생명과학과)

BP40 해조류에 포함된 리그닌 추출 및 정량분석
황진익, 이건섭, 박미례, 이택견(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BP41 Identification of hypoxia biomarker candidates from sea
urchin(Strongylocentrotus nudus) coelomocyte by cDNA
microarray
이건섭, 황진익, 박미례, 이택견(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BP42 Unusually low level of primary production in the Chukchi
Sea Shelf, 2009
윤미선(부산대학교해양학과), Terry E. Whitledge, Mike Gong
(Institute of Marine Science,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USA),
이상헌(부산대학교해양학과)*

BP43 Redescription of Caligus undulatus Shen and Li, 1959
(Copepoda, Siphonostomatoida, Caligidae) in plankton
samples off Korean waters
문성용, 박종식(전남대학교해양기술학부환경해양학전공), 
B. A. Venmathi Maran(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연구부), 
서호 (전남대학교해양기술학부환경해양학전공)

BP44 A new species of the genus Enhydrosoma (Copepoda:
Harpacticoida: Cletodidae) from the sublittoral zone,
Gwangyang bay, Korea
Kichoon Kim, Wonchoel Lee(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BP45 생태모델링기법을 이용한 양식새우의 최적성장환경에 대한
연구
이어진,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해양시스템공학과)

BP46 천리안 해색위성과 MODIS를 이용한 월별 클로로필 변화 관
측 및 비교
전 재, 박세 , 김현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BP47 Taxonomical analysis of Parvocalanus crassirostris
(Calanoida; Paracalanidae) using Morphological and
Molecular comparisons
Seunghan Lee, Wonchoel Lee(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BP48 Diversity of marine benthic ciliates from Baek-do, Jeju-do
and the Korean tidal pool
Choi Jung Min, Kim Young-Ok(South Sea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BP49 발전소 일시 정지에 따른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종 조성 및 군
집구조 변화
유옥환, 이형곤, 이재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철수((주)에코션),
변주 (한국수력원자력(주))

BP50 Ostreol A : A new cytotoxic compound isolated from the epiphytic
dinoflagellate Ostreopsis cf. ovata from the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Buyng Su Hwang1, Hyung Seop Kim2, Eun Young Yoon3,
Wonho Yih1, Hae Jin Jeong4, Jung-Rae Rho1
1Department of Oceanography, Kunsan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Marine Biotechn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3CO2 Recycling Research Center, Advanced Institutes of
Convergence Technology, 4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P51 고농도 CO2농축수가 동물플랑크톤 사망률에 미치는 향
최서열, 장민철, 신경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평형수센터)

BP52 Two new gastrotrich species of the genus Acanthodasys
(Macrodasyida: Thaumastodermatidae) from South Korea
이지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장천 (대구대학교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과)

BP53 고농도 CO2농축수가 식물플랑크톤 사멸에 미치는 향
정한식, 현봉길, 신경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

BP54 Production of Red sea bream iridovirus and viral nervous
necrosis virus capsid protein by yeast surface display
method
박미례, 이건섭, 황진익, 이택견(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BP55 Genetic Identification of Korean Polychaetes collected from
Chuja and Jeju island, using the DNA Barcode
김하나1.2, 이정호3, 신현출5, 배세진4, 민기식2, 이윤호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2인하대학교생명과학과,
3안양대학교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4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
시료도서관, 5전남대학교해양기술학부

BP56 Two new species of free-l iving marine nematodes
(Nematoda: Enoplida: Enchelidiidae) from Maemul Island,
Korea
Jung-Ho Hong, Woncheol Lee(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BP57 해양생태계 건강 종합지수 시범 개발
최현우, 김 옥, 김동선, 심원준, 최진우, 백승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

BP58 PAHs와 alkyl-PAHs에 노출된 돌돔(Oplegnathus fasciatus)
혈구세포에서의 유전독성
정해진, 이효진, 김기범(경상대학교해양환경공학과), 홍성진, 
김종성(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심원준(해양과학기술원유류
유해물질사업단)

BP59 인천 소야도 갯벌의 해양 무척추동물상
조은아1, 김선진2, 이유진2, 서인택1, 박진경1, 최은정2, 김용균2, 
민기식1

1인하대학교생명과학과,  2인천고잔고등학교

BP60 국내 출현 Bacillaria spp.의 형태 특성과 신종 가능성
정 진, 박종규(군산대학교해양학과)

BP61 목걸이 연쇄형(necklace chain) Fragillariacea과 4종의 형태
특징과 공간분포
김소연, 정진, 박종규(군산대학교해양학과)

BP62 Integrated Assessment of Sedimentary Pollutants in Korean
Coastal Waters
Jong Seong Khim*, Seongjin Hong(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BP63 Species composition of zooplankton in the western East
Sea during October 2012
임동훈, 박정인, 강지운, 위진희, 서해립(전남대학교해양학과)

BP64 Two new species of the genus Peniculus (Copepoda,
Siphonostomatoida, Pennellidae) parasitic on marine fishes
from Korea
문성용(전남대학교해양기술학부환경해양학전공), 최승호(생물다
양성연구소), 서호 (전남대학교해양기술학부환경해양학전공)

BP65 An Approach for Ciliate Monitoring in Polar Environments
Using Pyrosequencing Method
정재호, 박경민(인하대학교생명과학과), 양은진, 주형민, 김상희,
강성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민기식(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BP66 Seasonal distribution pattern of four species of
Acartia(Acartiidae, Copepoda) in Gwangyang Bay
임동훈, 박정인, 강지운, 위진희, 서해립(전남대학교해양학과)



BP67 새만금 방조제 내측 호수의 대형저서동물 군집 계절변동
임현식(목포대학교해양수산자원학과), 조수근(군산대학교해양생
물공학과), 최진우(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고옥순(목포대학교해양수산자원학과)

BP68 광양만의 환경인자 및 식물플랑크톤 크기구조 변동
유행선, 최현배,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연안하구연구센터)

P69 고해상도 위성 상을 이용한 북극 다산기지 주변 피요르드의
클로로필 추정
김상일, 김현철*, 신정일(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BP70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f sea urchin: Heliocidaris
crassispina(Echinometridae, Echinoidea)
정길아(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배세진(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관), 이윤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
태계연구부)

BP71 산강 하구 식물플랑크톤의 군집변화
정병관,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해양시스템공학과)

BP72 1998-2011년 한반도 연안 엽록소의 시·공간 분포 특성
박세 , 김현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BP73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관측을 통한 태평양 해수의 Skin과
Bulk의 온도차 연구
김형무, 전 재, 김현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BP74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f the Korean skate:
Hongeo koreana(Rajidae, Rajiformes)
Dageum Jeong, Sung Kim(KIOST/UST), Choong-gon Kim(KIOST),
Youn-Ho Lee(KIOST/UST)

BP75 서해안 조간대 쏙(Upogebia major)과 바지락 양식장에 서식
하는 대형 저서동물 군집 특성
유옥환, 이형곤, 박흥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

BP76 An exampled study of biogeography targeting the benthic
diatoms from the Korean tidal flats
Jinsoon Park, Jong Seong Khim(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and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rzej Witkowski(Institute of Marine Sciences,
University of Szczecin, Poland)

BP77 인천 경기만 무인도서 조간대 해조상 비교
이민수(미소생물생태환경연구소)

BP78 태안 의항리 출현 해조류의 암반조간대와 독살 서식양상 비교
이민수, 박현아, 남기웅(미소생물생태환경연구소)

BP79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생리/생태 변화 연구
김동성(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유옥환, 김성, 오승용,
강래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우선옥(한국해양
과학기술원남해특성연구부

BP80 CO2 농도변화에 따른 저서성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의
성장단계별 향
오제혁1,2, 유옥환1, 이원철2, 김동성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2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BP81 서해안 수중 자연어초 해조류 출현양상 비교
이민수, 박현아, 이지은(미소생물생태환경연구소), 황재연, 
유재원(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BP82 해수 중 엽록소 측정방법에 대한 실험실간 비교연구
문초롱1,2, 강동진2, 박미옥3, 노재훈4, 유신재4, 문정언5, 신경훈6,
김윤숙7, 최중기8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해양환경시스템과학부, 2한국해양과
학기술원기기검교정·분석센터, 3부경대학교해양학과, 4한국해
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5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위성
센터, 6한양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7포항공과대학교환경공학부,
8인하대학교생명해양과학부

BP83 인공 챔버 및 한천 배지를 이용한 해양 선충류 배양 실험
신아 , 이지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생태계연구부), 
오철홍(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김동성(한국해양과학기술원동해연구소)

BP84 Meiofaunal Response against Environmental Stresses in
the Yellow Sea
Sung Joon Song1, Jinsoon Park1, Bong Oh Kwon1, Yonglong Lu2,
Tieyu Wang2, John P. Giesy3 and Jong Seong Khim1*

1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and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2State Key Lab of Urban and Regional Ecology, Research
Center for Eco- Encironmental Science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Beijing, China
3Toxicology Center, University of Saskatchewan, Saskatoon, Canada

BP85 Faunal study of the pilumnoids and the xanthoids from
Uljin in East Sea
Sang-kyu Lee, Dongsung Kim(Marine Ecosystem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
Hyun Soo Rho(Dokdo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BP86 울진 지역 경성암반 해양무척추동물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특성
이재호, 노현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독도전문연구센터)

BP87 동해 후포퇴 남서부 왕돌초 주변 해저면의 표층 퇴적물 조성과
간극 생물 군집 특성
민원기, 노현수, 김동성, 김창환(한국해양연구원동해연구소)

BP88 북동태평양 CCFZ(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의
KODOS해역 심해 해저퇴적물에 서식하는 선형동물 군집의
분포 특성
민원기, 노현수, 김동성(한국해양연구원동해연구소), 강태욱, 
이희갑(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태계연구부), 유찬민(한국해양연구원
심해저자원연구부)

BP89 여름철 마산만과 가막만에 출현하는 동물플랑크톤의 출현양
상과 빈산소 수괴의 향
서민호, 장민철, 장풍국, 신경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평형수센터)

BP90 Ultrastructural characteristics, ecophysiology, and global
diversity of salt-loving Halocafeteria seosisnensis in
heterotrophic stramenopiles
박종수(경북대학교해양학과)

BP91 A CORAL CARPET AND ASSOCIATED BIVALVES AT
KEUMNEUNG, JEJU ISLAND
로날드 노스워시, 최광식(제주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

BP92 주사 전자 및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가
시굴 (Saccostrea kegaki Torigoe & Inaba, 1981)의 초기유생
발달에 관한 연구
이희중, 강현실, 정희도, 홍현기, 최광식(제주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

BP93 조직병리학적 방법을 이용한 바지락(Ruditapes philippinarum)의
건강도 모니터링
정희도, 홍현기, 강현실, 이희중(제주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 
강창근(포항공과대학교해양대학원), 최광식(제주대학교해양생명
과학과)*

BP94 Assessment of health condition of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in an oil spilled area
홍현기, 정희도(제주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 박흥식(한국해양과
학기술원태평양해양연구센터), 김문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유류.
유해물질연구단), 최광식(제주대학교해양생명과학과)*

BP95 Trilux를 이용한 서남극 지역의 광합성 생물 구성 비교
송호정, 김민주, 이해미루, 소우, 이상헌(부산대학교해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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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96 Three species of Agetus(Copepoda ,Cyclopoida, Corycaeidae)
from off Jeju Island, Korea
Jin Hee Wi, Hae Lip Suh(전남대학교해양학과), 
Ho Young Soh(전남대학교환경해양학과)

BP97 Isolation of a new compound from the marine sponge
Poecillastra wondoensis
Hyobin Kim, Jung-Rae Rho(Department of Oceancgraphy,
Kunsan National University)

GP01 Sequence Stratigraphy and Acoustic Charateristics of the
late Quaternary Deposits in the south of Yellow Sea
박기주, 김대철, 배성호, 김소라(부경대학교에너지자원공학과), 
이희일, 정갑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

GP02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레의 장기간 해안선 변화
박한산(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정책연구소), 최종국(한국해양과
학기술원해양위성센터), 이상훈(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환경보
전연구부), 권문상(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정책연구소)

GP03 Terrestrial n-alkane signatures and alkenone SSTs in
southwestern part of the East Sea(Japan Sea) since the
last glacial period : paleoclimatological implication
서연지, 현상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

GP04 Characterization of late Quaternary deposits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배성호, 김대철(부경대학교에너지자원공학과), 이광수(한국지질
자원연구원), 정갑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 교(지마텍주식회사)

GP05 Sedimentary stratigraphic model in Gamak Bay, the South
Sea of Korea
So-Ra Kim1, Dong-Lim Choi2, Dae-Choul Kim1, Gwang-Soo Lee3
1.Department of Energy Resource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South Sea Environment Research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3.Department of Petroleum and Marine Resources,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GP06 지난 2만년 간 동해 북동부 지역의 수온과 염분변화
배시웅, 이경은, 박용기(한국해양대학교해양생명환경학과), 
Ken Ikehara (Geological Survey of Japan, AIST, Japan), 
Naomi Harada, Katsunori Kimoto (Research Institute for Global
Change,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GP07 제주인근 해역에서 현생 부유성 유공충의 출현과 계절변화
및 해양환경 변화
현상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모토가쯔노리(JAMSTEC), 
조성환(연안생태기술연구소)

GP08 코어 퇴적물 광학촬 자동화 시스템
정도현, 임동일, 정승원, 신현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GP09 Core log and LWD correlations from the sites of the
Second Ulleung Basin Gas Hydrate Drilling Expedition
Senay Horozal, Gil Young Ki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Korea), Roy H. Wilkens(Hawaii 
Institute of Geophysics and Planetology, Honolulu, Hawaii) and
Jang Jun Bahk(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Korea)

GP10 IODP 교육프로그램(K-IODP, J-DESC) 참가 후기
김용미1*, 구본 2, 장이슬3, 김지훈4, 김길 1, 장세원5

1한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연구본부, 2충남대학교지질학과,
3과학기술연합대학원석유자원공학과, 4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
템학부, 5한국지질자원연구원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

GP11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동해 후포퇴, 왕돌초 및 37°
라인(KORDI 라인) 해역의 지구물리조사
이명훈, 김창환, 박찬홍(한국해양과학기술원)

GP12 서해 변산해빈의 양빈효과와 계절적 지형변동 연구
이정민, 최진용, 황 일, 오 민(군산대학교해양학과)

GP13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내습에 따른 곰소만 갯벌의 퇴적학적
반응
이명선, 장진호(목포대학교해양수산자원학과)

GP14 국가적 해양연구 기반 인프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
도서관
오재룡, 배세진, 임동일, 정승원, 신현호, 이현복, 정도현, 윤석민,
최충현, ZHUN LI, 여 미, 유신, 방설희, 정새로미, 신상미(한국
해양과학기술원해양시료도서관)

GP15 제주 해상풍력 기초의 해양지질 정보구축에 관한 연구
서 교, 정자헌, 임문수(지마텍주식회사), 조삼덕, 
김주형(한국건설기술연구원)

GP16 적도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축 환초 북동부 해역의 해저지형
특성
이수환, 이상훈, 정의 , 김진경, 서주희, 권문상(한국해양과학기술원)

GP17 적도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축 환초 북동부 해역의 표층퇴적물
특성
김진경* , 이상훈(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우경식, 황태현(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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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이용한 자해도 해안선 검증

강용균1, 이문진2, 김옥수3, 황원진4

1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안전기술연구부
3 한국해양조사협회, 4 DARIS (Data and Remote Sensing Infra System)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에 사용되는 전자해도(ENC)에서 해안선과 해상물표의 위치 정확성은 
중요하다.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은 해도상의 위치 오류나 수로측량 이후 변경된 해안선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용도에 적합한 위성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지리
정합된(geo-referenced) 고해상도 영상인 Google Earth, Microsoft Bing 및 Yahoo 위성지도영상
이다. 공간해상도 0.5~1m까지 제공하는 이들 위성지도에서 영상자료는 spherical Mercator 투영으
로 배열되어 있으며, 영상의 경위도는 ellipsoidal Mercator 투영 GPS 경위도로 제공된다. 이 연구
에서는 해도상의 벡터 자료를 위성영상 지리적 대응점 위치에 정확하게 추가한 영상을 제작하는 방
법을 개발하였고, 이 방법을 남해의 3곳(거문도, 안도항, 돌산항) 전자해도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적
용하였다. 해안선벡터가 추가된 위성영상을 통해 해도상의 인공해안시설(부두, 선착장)이 새롭게 확
장된 현황, 해상의 바위섬 위치의 정확성 여부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해도상의 섬이 실
제보다 축소되거나 확대되어 잘못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방법
과 절차는 매년 수정하여 간행되는 전자해도의 갱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 서 론
  전자해도(ENC,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는 종이해도를 디지털화한 해도이지만,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국제수로기구가 정한 포맷, 자료구조, 표시방법 등을 엄격히 지
켜 제작된 해도로써,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을 장착한 선박의 기본 항해안내 정보로 활용된다. 전자해도에서 해안선이나 항해관련 
표지의 위치 정확도는 매우 중요하다.
  해도제작은 수로측량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수로측량에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자료
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수로측량 후에 진행된 방파제 확장이나 항만시설 같은 인공적
인 해안선 변화 내용이 해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미비점을 반영
하기 위하여 해도의 내용을 검증하거나 최근의 해안선변화를 탐지하는데 인공위성 영상이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인공위성 영상자료는 해도제작에 사용된 측량자료와는 독립적인 별도의 자료라는 점에서 해도
의 해안선 위치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하다. 해도자료 검증에 사용될 인공위성 영상
자료는 (1) 영상의 지리적 위치(경위도) 값을 알고 있어야 하고, (2) 고해상도 영상자료이어야 하
며, (3) 해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대응되는 영상자료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보급
되는 Google Earth, Microsoft Bing, Yahoo 영상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지리적 위치를 알고 있는 인공위성 영상에다 전자해도 해안선과 같은 벡터를 추가한 ‘해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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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COSI, Chart Overlay Satellite Image)을 통해서 전자해도의 위치정확도와 해안선에 대한 
실제와의 합치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해도가 추가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해도에서 해안
선 벡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벡터를 위성영상에 정확하게 추가하기 위해서는 
위성영상지도의 투영방법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보급되고 있는 위성영상인 Google, Bing, Yahoo satellite maps에서 위성영상 
픽셀 배열은 spherical Mercator 투영 방식으로 되어 있고, 위성영상의 경위도 좌표는 GPS에서 
사용하는 WGS84 타원체의 ellipsoidal Mercator 투영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spherical과 
ellipsoidal 두 가지 방식을 겸용하는 ‘variant’ Mercator 투영 위성영상 각 픽셀의 GPS 경위도
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해도의 벡터 자료를 영상에 추가하는데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전라남도 여수시에 속하는 항구인 거문도, 안도항, 돌산
항의 해도추가영상을 시범적으로 제작하였다. 이들 영상들은 크기가 너무 커서 전체 고해상 영상
을 논문에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상의 일부분이나 축소된 브라우저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인터넷 제공 위성영상
2.1. 인터넷 제공 위성영상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고해상(해상도 0.5~1 m) 위성영상에는 Google Earth, Microsoft 
Bing, Yahoo satellite map이 있다. Google Earth 위성자료는 구글어스 웹에서1) 제공하는 프
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볼 수 있으며. Bing과 Yahoo 위성영상은 플래쉬어스(Flash Earth) 웹을2) 
통해 볼 수 있다. 
  Google, Bing, Yahoo 영상은 256*256 픽셀의 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상의 여러 타일
을 결합한 넓은 지역에 대한 영상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들 위성영상
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Google Satellite Maps Downloader3), Ultimate Maps 
Downloader4) 등이 있다. 

2.2. Google, Bing, Yahoo 위성영상 타일 구조
  Google, Bing, Yahoo 위성영상은 256*256 픽셀의 타일(tile)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영상해상
도 등급인 Level이 높을수록 영상의 공간해상도가 조밀해진다. 모든 level의 영상은 spherical 
Mercator 투영으로 되어 있다. Level 0은 동서 180°W~180°E, 남북 85°S~85°N 지역에 대한 
Mercator 투영 256*256 픽셀 크기 타일 1*1개로 구성된다. Level 1에서는 전지구가 256*256 
픽셀 타일 2*2개 영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영상 타일개
수가 2*2배씩 증가한다. Level이 n인 경우 전지구에 대한 영상은 256*256 픽셀 타일 × 
개로 구성된다. 

1) 구글어스 웹:  http://www.google.com/earth/ 
2) Flash Earth 웹: http://www.flashearth.com/ 
3) Google Satellite Maps Downloader 웹: http://www.allallsoft.com/ 
4) Ultimate Maps Downloader 웹: http://www.lizard-labs.net/ 



2.3. Level에 따른 위성영상 공간해상도
  적도상 동서 180° (20,000 km) 거리는 Level 1 영상에서는 256 픽셀, Level 2에서는 512 픽
셀로 구성된다. Level n 영상에서 적도상 동서 180° 거리 또는 20,000 km는 × 픽
셀로 구성되며, 공간해상도는 ×× (m)이다. 
  Mercator 투영 영상에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지표상의 거리가 적도에 비하여 1/Cos(위도)의 
비율로 영상이 증폭되며, 36°N에서는 증폭 비가 1.24배이다. 우리나라(33~39°N) 지역의 위성영상 
공간해상도는 적도에서의 해상도에 비하여 약 1.24배 줄어든다. Table 1에 적도와 우리나라 지
역에서 Google, Bing, Yahoo 위성영상 Levels 11~19의 개략적인 공간해상도가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36°N 기준)에서 Level 16, 17, 18 영상의 해상도는 각각 2 m, 1 m, 50 cm 정도이다. 

Table 1. Spatial resolution at various levels of Google, Bing and Yahoo satellite maps
Level 11 12 13 14 15 16 17 18 19

Equator 80 m 40 m 20 m 10 m 5 m 2.5 m 1.2 m 60 cm 30 cm
Korea 64 m 32 m 16 m 8 m 4 m 2 m 1 m 50 cm 25 cm  

2.4. Variant Mercator 투영 영상의 해안선벡터 
  Google, Bing, Yahoo의 satellite map의 영상자료는 spherical Mercator 투영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경위도 좌표 값은 spherical Mercator 경위도를 사용하지 않고, ellipsoidal Mercator  
경위도 값을 사용한다. 이들 영상에 채택된 지구타원체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서 사용하는 WGS84(World Geodetic System 1984)이다. 즉, Google, Bing, Yahoo에서 사용
하는 satellite map은 영상자료는 spherical Mercator이면서 영상의 경위도는 WGS84 경위도를 
사용하는 ‘변종(variant)’ Mercator 투영으로 되어 있다.
  해도상의 GPS 경위도 자료를 spherical Mercator 투영으로 배열된 위성영상에 추가하기 위
해서 경위도 (λ, φ)를 변종 Mercator 투영 (x, y)로  변환하는 투영식 
  ,   ln tan





  (1)

을 도입하였다. 이 식에서 와 는 각각 x와 y 방향 변환에서 사용되는 독립된 반지름이며, 
와 는 각각 x와 y 방향 offsets 값이다. 통상적인 spherical Mercator 투영에서는 와 
를 같은 값으로 취급하여 사용하며 (==), ellipsoidal Mercator 투영 y 변환에서는 
를 회전타원체 이심률(eccentricity) 함수로 주어진 것을 사용한다 (Snyder, 1987). 이에 비하
여, 식 (1)에서와 같이 와 를 다른 값으로 취급하는 Mercator 투영 방법은 표준 
Mercator 투영에서는 사용되지는 않지만, variant Mercator 위성영상에서 정확한 mapping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식 (1)의 계수 , , , 는 Mercator 투영 위
성영상의 좌하와 우상 모서리 경위도 ( )와 ( ) 및 영상 픽셀 개수 (M, N)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용균 등(2013)에 수록되어 있다. 



3. 해도 해안선벡터 추가된 위성영상   
  전자해도 자료는 Global Mapper 소프트웨어로 S57 포맷 ENC 자료를 DXF 포맷으로 변환한 
후에, DXF 자료에서 해안선과 도로 등의 레이어 자료를 포트란(Fortran) 프로그램으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전자해도 자료에서 추출하여 위성영상에 추가한 벡터 레이어(layer) 종류는 자연해안
선(coastline), 인공해안선(shoreline construction), 강(river), 도로(road), 교량(bridge) 및 도
엽구역(coverage)이다. 이 논문에 제시된 S57 해도 브라우저 영상은 Global Mapper 소프트웨
어로 만들었다. 
  Google, Bing, Yahoo 위성영상은 소프트웨어 Ultimate Maps Downloader를 사용하여 다운
로드한 것을 사용하였다. 위성영상을 다운로드할 지역 경위도 범위는 Global Mapper 소프트웨
어로 S57 포맷 해도의 대상지역 경위도를 조사한 후에 지정하였다. 대상지역 여러 개 256*256 
픽셀 타일을 결합한 영상의 ESRI World 파일을 생성하여 하도록 하였다. 
  Fig. 1에 보인 3곳(거문도, 안도항, 돌산항)에 대하여 전자해도 해안선을 추가한 위성영상을 제
작하였다. 사용된 위성영상의 해상도와 픽셀 개수는 거문도는 1m 해상도 6144*7424 픽셀,  안
도항은 1m 해상도 2304*2816 픽셀, 돌산항은 0.5m 해상도 5888*4865 픽셀이다.  

Fig. 1. Locations of study areas of Geomundo, Ando Harbor and Dolsan Harbor

3.1 거문도
  Fig. 2(a)는 2013년 발간된 거문도를 포함하는 전자해도 항만도(KR5F4H34)의 일부 지역이며, 
동서 거리는 약 6 km이다. Fig. 2(b)의 red box 지역에서 해안선벡터와 상세영상을 제시하였다. 
거문도 해도 해안선벡터는 해도에 수록된 경위도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a) Part of ENC KR5F4H34               (b) Browse of 1 m Yahoo satellite map 
Fig. 2. ENC and satellite map of Geomundo 

  Fig. 3는 해도에 나와 있는 자연해안선을 1 m 해상도 Yahoo 영상에 추가한 것이다. 거문도 
동도 북단에서 해도해안선은 영상에 비하여 북쪽에 위치한다 (Fig. 3(a)). 이에 비하여 서도 남단
에서 해도해안선은 위성영상에 비하여 남쪽에 위치한다 (Fig. 3(b)). 해도에 나타난 거문도 남북 
폭은 위성영상에 나타난 남북 폭보다 크다. 

    

                (a) Northern edge of Dongdo                 (b) Southern edge of Seodo
Fig. 3. Coastlines of ENC and 1 m Yahoo satellite map of Geomundo

  Fig. 4에는 거문도 중앙부에 있는 거문도항 인공해안선 해도와 2m 해상도 Yahoo 영상이 비
교되어 있다. 2013년도 발간된 전자해도에서 거문도항 인공해안선인 방파제와 선착장이 영상과 
일치한다. 



Fig. 4. Shoreline construction of ENC and 2 m Yahoo satellite map at Geomundo

3.2 안도항
  Fig. 5는 여수 돌산도 남쪽에 위치한 금오도와 안도 내만의 안도항에 대한 2010년과 2013년에 
발간된 항만도 전자해도(KR5F4H42)이다. 2010년 해도인 Fig. 5(a)와 2013년 해도인 Fig. 5(b)의 
남북 범위는 약간 다르다. Fig. 5에 제시된 두 전자해도를 비교해보면 대부도(전자해도 그림 중
앙부에 위치한 섬) 해안선이 2010년 해도에는 상당히 굴곡이 있는 상태로 표시되어 있지만, 
2013년 해도에는 대부도 해안선이 매끄럽게 평활화된 선으로 되어 있다. 

    

                       (a) ENC, 2010                                 (b) ENC, 2013
Fig. 5. Ando Harbor in ENC (KR5F4H42) published in 2010 and 2013.



    

                       (a) ENC, 2010                               (b) ENC, 2013
Fig. 6. Coastlines of Ando Harbor in ENC (KR5F4H42) published in 2010 and 2013. 

  Fig. 6은 2005년 2월에5)에 촬영된 1 m 해상도 Bing 위성영상에다 2010년과 2013년도에 발
간된 항만도 전자해도(KR5F4H42) 해안선벡터를 12 m 동쪽으로 이동하여 추가한 것이다. Fig. 
6(a)에 보인 안도항과 대부도 2010년 해도 해안선벡터는 위성영상과 부합된다. 이에 비하여 Fig. 
6(b)에 보인 2013년 해도 경우 안도항 해안선벡터는 위성영상과 부합되지만, 안도항 서쪽 대부도 
해안선벡터는 실제보다 90% 정도 축소되어 표시되어 있다. 대부도 해안선은 2013년 전자해도보
다 2010년 전자해도에서 더 영상과 부합되게 표시되어 있다. 

3.3 돌산항
  Fig. 7(a)는 2013년 발간 전자해도 KR5F4H23에 포함되어 있는 여수항, 돌산항, 낭도항 중에
서 돌산항 부분을 발췌한 것이며, 이 그림 동서 거리는 약 2.7 km이다. Fig. 7(b)의 red box 지
역에 대한 상세한 영상이 Fig. 8에 제시되어 있다. 

    

                 (a) Part of ENC KR5F4H23               (b) Browse of 0.5m Bing satellite map 
Fig. 7. ENC and satellite map of Dolsan Harbor

5) Bing 위성자료 시기 정보 제공 웹: http://mvexel.dev.openstreetmap.org/bing/ 



  돌산항 해도의 해안선벡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약간 이동하여 영상에 중첩한 경우를 비
교하였다. Fig. 8(a)은 해도상의 해안선 경위도 위치를 그대로 2005년 2~3월 촬영된 50 cm 해
상도 Bing 영상에 중첩한 경우이고, Fig. 8(b)는 해도상의 해안선 벡터를 동쪽으로 12 m 이동하
여 영상에 표시한 경우이다. 해도의 해안선벡터를 동쪽으로 12 m 이동한 경우 영상의 해안선과 
잘 일치한다. 이로부터 해도 해안선벡터가 12 m 이동해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상 픽셀의 
좌표 값에 10m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Original shoreline                     (b) 12m shifted shoreline
Fig. 8. Comparison of the original and 12m shifted shorelines at Dolsan Harbor

4. 토의
  이 연구에서 전자해도의 벡터를 Google, Bing, Yahoo 등의 위성영상에 추가한 COSI(Chart 
Overlay Satellite Image)를  제작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시범적으로 조사한 3개 지역(거문도, 안도항, 돌산항) 해도 중에서 2개 지역(안도항, 돌산항) 해
도의 경우 해도 해안선벡터 자료를 12 m 정도 이동해준 것이 영상과 부합되었다. 영상자료에도 
10 m 정도는 위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지역(안도항, 돌산항) 해도 위치가 
12 m 이동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영상과 해도의 해안선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한 위치 재측정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지리정합된 위성영상을 이용한 전자해도 검증방법은 해안선의 지리적 좌
표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섬의 크기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Fig. 6에 제
시된 바와 같이, 해도에 표시된 안도항 대부도의 크기가 2010년 발간 전자해도에서는 실제와 거
의 같지만, 2013년 발간 전자해도에서는 실제보다 작은 섬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런 점은 정사보
정된 위성영상에다 전자해도 해안선벡터를 추가해줌으로써 알 수 있었다. 
  거문도에서 Yahoo 영상에다 항만도(harbor chart) 해도를 추가해보면 섬 중앙부 안도항에서
는 해도와 영상의 해안선이 잘 일치한다 (Fig. 4 참조). 하지만, 거문도 북단에서는 해도 해안선
이 영상 해안선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거문도 남단에서는 해도 해안선이 위성영상 해안선보다 남



쪽에 위치한다 (Fig. 3 참조). 이런 점도 정사보정된 위성영상에다 전자해도 해안선벡터 추가해줌
으로써 알 수 있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51 cm 해상도 항공정사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항공정
사영상의 지리적 범위는 축척 1/5000 육상지형도와 같은 1.5′x1.5′(약 2.2x2.7 km2)이며, 인접한 
영상은 약간 중첩된다. 위성영상보다 화질이 좋은 항공정상영상은 전자해도 항만도의 검증에 활
용될 수 있는 후보이다. 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정사영상에는 지리적 좌표 값
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공정사영상 자체를 전자해도를 검증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
다. 항공정사영상은 위성영상이 없는 지역이나 또는 위성영상은 있더라도 구름으로 가린 구역에 
대한 영상보충용 자료로서의 활용성은 크다. 아리랑2호 위성(KOMPSAT-2), IKONOS, QuikBird, 
GeoEye, WorldView 같은 고해상 위성영상도 보충용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5. 결론
  전자해도의 해안선과 도로 등의 벡터를 위성영상에 추가한 영상은 해도 자료의 검증이나 평가
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다. 이 논문에서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제시한 variant Mercator 투영 
Google, Bing, Yahoo 영상에다 해도 벡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모든 해도에 대하여 적
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대축척 항만도뿐만 아니라 소축척 접근도 해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위성영상 이용한 해도 검증은 해도의 육상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
고, 해양의 벡터선인 등심선(depth contour) 같은 자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해안선이나 해안선 부근의 시설은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안전항해를 위하여 매년 갱신되어 발
행되는 전자해도는 최신의 정보가 수록되어야 한다. 지리정합된 Google, Bing, Yahoo 같은 위
성영상 자료는 해도검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이들 위성자료는 대부분 최근의 자료가 
아니고 수년 전의 자료이므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년 주기로 촬영하여 제공할 예정인 항공정사
영상을 항만도 전자해도 검증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 제시된 위성영상을 이용한 해도검증 방법은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지역 해도에서 해
안선 위치 정확도 검증이나 변경된 해안선 내용 검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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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을 이용한 시흥갯벌의 면   수  분석

구본주, 김민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시흥갯벌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만형 갯골의 형으로 2012년 2월에 습지보호지

역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시흥갯벌의 면 과 수 변화를 정 분석 함으로써 시흥

갯벌의 활용과 리를 한 기반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시흥갯벌의 면 은 성 상(Landsat 

7)을 이용하여 DEM(수치표고모델)을 추출한 후 이를 RTK DGPS로 실측된 고도를 통한 보정

과정을 거쳐 정 한 수 에서 산출되었다. 수치표고모델 분석결과 시흥갯골의 조간 는 평균해

수면 기  -410 cm ∼ 510 cm 표고 범 에 치하 으며, 그 면 은 0.65 km
2

 이었다. 표고 

기 으로 최고고조 (HHW)와 최 고조 (LHW)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면 : 0.52 km2)이 시

흥갯골의 갯벌 면   약 80%를 차지하 으며, 이 지역은 총 시간의 56% 이상 기에 노출

되었다. 갯벌의 기울기는 상부에서 평탄하다 수로 쪽으로 가면서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수로바닥의 표고는 하류에서 상류로 갈수록 진 으로 증가하 다. 최고 조  (HLW) 

시에는 갯골 부지역의 수로바닥 치까지 해수면이 형성되었으며, 최 고조 시의 해수면은 

V 자형 갯골이 시작되는 시 의 높이 보다 낮은 곳에 형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시흥갯벌

의 보 책 수립  지속가능한 이용을 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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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Method to Produce Sea Surface Temperature 

Using Satellite Data Assimilation

into an Atmosphere-Ocean Mixed Layer Coupl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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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although satellite measurements of SST have enabled us to produce the global 

SST data,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either under the cloudy condition, or for the diurnal 

variation. Thus, in this study, a new method of producing sea surface temperature (SST) 

data for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is suggested, which is obtained from the assimilation 

of satellite-derived SST into an atmosphere-ocean mixed layer coupled model.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and the Noh mixed layer model are used 

for the atmosphere and ocean mixed layer model. New data assimilation (DA) is carried 

out in two steps based on the error covariance esimates; the daily mean SST bias 

correction in the first DA, and the sequential SST anomaly correction in the second DA. 

And the daily mean and the diurnal variation of satellite SST are assimilated to the bulk 

and skin SST, respectively. For the second DA, the model restarts from the initial 

condition corrected by the first DA, and DA is applied at every 30 minutes using the 

nudging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the weighting factor in DA, uncertainties of satellite 

and simulated SST data are estimated using the covariance matching method. The 

performance of the modeled results with the new data assimilation scheme is evaluated by 

the statistical comparison with independent satellite and buoy data such as correlation 

coefficient, root mean square difference, and bias. Furthermore, the sensitivity and seasonal 

variation of the weighting factor in the second DA are examined. This new approach 

illustrat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tmosphere-ocean mixed layer coupled model for 

the production of SST data combined with the assimilation of satelli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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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MODIS Ice Surface Temperature 

Product over the Arctic Ocean

강 , 임정호, 이명인, 이상균

울산과학기술 학교 도시환경공학부

 

   Arctic sea ice is known as a key climate factor interacting with both atmosphere and 

ocean. For example, diminishing sea ice drives more cloud over the Arctic (Liu et al., 

2012). Shrinking sea ice also can associated with large scale atmospheric responses such as 

a negative phase of Arctic Oscillation, which is the most dominant atmospheric variability 

in winter, with colder climate over the mid-latitude in Northern Hemisphere (Cohen et al., 

2012). Arctic sea ice has been retreating for the past three decades, especially in autumn 

and summer (Serreze et al., 2007). In particular, sea ice records in recent year showed 

significant retreating. For example, Arctic sea ice extent in 2007 recorded the lowest value 

since satellite observation began. Since then, sea ice in September 2012 broke the record.

   Mechanisms and observational aspects of diminishing sea ice are relatively well known 

through extensive studies in the past years such as global warming and radiative feedback. 

However, quantitative estimation of sea ice from climate model forecast is challenging. Ice 

surface temperature (IST) change may be correlated with the sea ice retreat but studies 

about IST are not much explored. In this regard, IST is untapped and deserves further 

study. In this research, daily IST products from the Terra satellite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are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with sea ice 

retre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ST change and sea ice retreating can offer marginal 

improvement for climate model simulations.

R eference

1. Cohen et al., Arctic warming, increasing snow cover and widespread boreal winter cooling Environ. Res. 
Lett. 7 014007, 2012.

2. Liu et al., A cloudier Arctic expected with diminishing sea ice, Geophys. Res. Lett., 39, L05705, 
doi:10.1029/2012GL051251, 2012.

3. Serreze et al., Perspectives on the Arctic’s shrinking sea-ice cover, Science, 315, 1533.1536, doi:10.1126/ 
science.1139426, 2007.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동중국해에서 클로로필의 계절적 양극화 현상 및 원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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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역인 남해를 포함하는 동 국해 지역에서 장기 인 해양환경 변화를 이해하기 해서 1998

년부터 2012년까지 성에서 추정된 클로로필, 표층수온 그리고 장강 방류량의 월평균 자료를 분석

했다. 클로로필의 장기 변화는 연구지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철 식물성 랑크톤 번

식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상 으로 증가되고, 여름과 가을철 농도는 감소되어지는 양극화 상이 

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계  양극화 상의 시/공간  변화를 이해하기 해서 

CEOF(Combined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분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 으로 격한 

변화가 있었던 지역을 구분하여 시계열 농도 변화를 추 했다. 

  철 클로로필 농도의 증가 상은 CEOF 분석결과에서 공간  변화는 황해 남부 지역, 장강 하

구를 포함하는 제주도 남서부 지역과 한해엽 지역으로 연구해역 반에 걸쳐 발생했다. 클로로필

과 표층수온 자료에서 얻어진 결과는 장기 인 철 클로로필 농도의 증가는 수직  혼합의 증가에 

의한 양염 공 이 증가했고, 이것은 표층수온의 감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단된다. 겨울철 강한 

북서 계 풍은 해수 의 수직 혼합을 수평  혼합보다 증가시키고 퇴 물이나 수층에 포함되어 있

는 양염을 표층이나 아표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수괴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frontal 

mixing 그리고 조석에 의한 tidal mixing 등과 같은 다양한 미세 구조가 황해  동 국해 지역에서 

성으로 발견되고, 이런 부분에서 증가되어진 클로로필 농도와 낮은 표층수온 변화를 보 다. 이런 

결과들은 철 클로로필 증가의 원인이 증가된 수직  혼합에 의해서 표층수온 상승보다는 감소에 

의한 향으로 나타나고 는 온난화가 표층과 층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양염 공 의 증가

와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단되지만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제시되었던 여름철 클로로필 농도의 변화는 한민국 남해안과 제주도 남부해역에서 발

생했고, 이런 변화를 래하는 궁극  요인은 표층수온의 변화도 있지만, 우세한 향으로 산샤  

건설에 의한 장강 방류량의 변화와 이에 의한 주변 해양환경 변화와 한 계가 있었다. 장강 지

류에 건설된 산샤 은 1993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일차 물막이 공사를 완료했고, 2006년 이차 

물막이 토목 공사를 완료하여 2009년 완성되면서 본격 인 인  수량 통제가 시작되었다. 2003년 

산샤  1차 물막이 공사 이후 월별 수량은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2010년까지 여름철 방류

량이 약 13% 감소하 다. 그러나 장강 하구역의 경우 방류량 감소와는 상 없이 여름철 클로로필 

농도는 과거에 비해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고 있고, 제주도 남부 해역(장강 하구로부터 200km 이상 

외해)  한민국 남해안은 상 으로 클로로필 농도가 감소했다. 이것은 장강 하구에서는 감소된 

부유물과 장강 주변 도시에서 공 되는 높은 양염의 부하에 의해서 해조류 번식 는 조가 

빈번이 발생하면서 공 된 양염들이 부분 연안에서 소비되어 N/P 비율이 증가하여, 이러한 장

강 희석수의 이동에 의해 동 국해  한민국 남해안의 해양 생태계는 과거에 비해 양염들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클로로필 농도의 감소를 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keyword : Bipolarization of chlorophyll-a, SST, East China Sea, South of S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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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해양학을 한 해수면온도(SST) 생산 체계 시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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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온도(SST)는 운용해양학에서의 해양 및 대기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운용해양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SST가 요구되고 있다. 광활한 해역에 대한 정학한 SST

의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관측기술이 발달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위성으로만 넓은 

해역을 관측하기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따른다. 인공위성의 적외센서를 통한 관측방법에서는 구름에 의

한 결측 및 낮은 온도로 SST가 산출되며, 극초단파의 경우에는 육지연안에 대해서 결측이 발생된다. 따

라서 인공위성에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합성을 통해서 인공위성의 결측 영역을 최

소하였으며, 1km의 고해상도의 SST를 산출하였다. 합성 방법은 NGSST를 기반으로, 상관계수를 이용한 

합성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상관관계가 있는 ±2일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측(부이)자료와 인공

위성간의 온도 차이를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인공위성의 오차를 고려하였다. 위의 합성 방법을 통해서 

생산된 SST 합성장을 2013년 3월 한 달간을 부이와 비교해본 결과 RMSE는 0.59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GHRSST(Group for High Resolution Sea Surface Temperature)와의 비교를 통해서 

상관계수로 비교해본 결과 최대 0.99의 높은 상관도가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정확도 높은 고해상

도의 SST 합성장을 산출하였으며, 향후 산출된 자료를 활용한 자료동화의 입력 변수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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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 모델을 이용한 Karman Vortex Street의 재 과 

성 패턴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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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man Vortex Street (KVS)는 인공 성 이미지의 구름 패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남부 해역의 KVS에 해 WRF 모델을 이용하여 재 하고, 이에 가장 

합한 라미터를 추출한다. WRF 모델의 Planetary Boundary Layer (PLB) 물리과정에 따른 

바람자료를 산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제주도 남부 해역의 KVS를 재 하 다. GOCI와 

MODIS의 이미지에서는 구름의 형태를 분석하여 KVS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WRF 모델을 

이용하여 재 한 KVS와 인공 성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KVS의 구조를 나타내는 라미터를 

분석하고, KVS의 이동 속도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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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wind forcing on the transport of Changjiang 

Diluted Water to the East Sea: a modeling study in 2003

장필훈, Atsuhiko Isobe, 강기룡, 류상범, 최 진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The roles of wind forcing in the transport of Changjiang Diluted Water (CDW) to the 

East Sea (ES) are investigated by using a numerical ocean model.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CDW in summer 2003, because abnormally less saline water is observed in 

the southwestern ES in that periods in spite of similar discharge to the long-term monthly 

mean Changjiang discharge. In this paper, we performed two experiments for the normal 

year and the year 2003. The simulated CDW distributions during summer 2003 very differ 

from those in the normal year; the northeastward CDW toward the Jeju Str., the main 

pathway to the ES in the normal year, is significantly reduced, while the southeastward 

extension to the Kuroshio frontal region is intensified. Also, temporal variation of surface 

salinity across the Korea Str. indicates that waters below - 1.0 psu anomaly to the normal 

year passes trough the strait from early August.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change of 

main pathway alters the CDW transport to the ES in summer 2003. When comparing 

between wind stresses in 2003 and the normal year, it is suggested that the significant 

pathway change is mainly due to a wind forcing. Namely, weakened southerly winds off 

the river mouth reduces the northeastward extension, while strengthened southerly winds 

over the southern region off the mouth reinforced southeastward movement to the 

along-shelf current (i.e., Taiwan-Tsushima Warm Current) from mid-June. Estimates of 

the terms in the alongshore momentum equation also indicates a dominant Ekman 

dynamics within the CDW, spreading to the along-shelf current. Ocean current has, 

however, also affects on the CDW behavior toward the ES when the main pathway is 

changed. Two additional experiments, in which model run for the year 2003 is forced by 

no-wind stress from mid-June and the volume transport at the Korea Str. in the normal 

year, are carried out to examine roles of ocean current. Both experiments imply that  

ocean current over the shallower shelf region also affects on the movement of the CDW to 

the along-shelf current, and the strength of along-shelf current adjusts the amount and 

passage time of CDW through the Korea Str. with onset of northeasterly winds from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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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the GFDL ensemble coupled data 

assimilation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OSSE 

study

  

장유순1, Shaoqing Zhang2, Anthony Rosati2, Gabriel Vecchi2,

Xiaosong Yang2, and Thomas Delworth2

1공주 학교 지구과학교육과
2 린스턴 지구유체역학 연구소

 GFDL has developed an ensemble coupled data assimilation (ECDA) system based on the 

fully coupled climate model, CM2.1, in order to provide reanalyzed coupled initial conditions 

that are balanced with the climate prediction model. Here, we conduct a comprehensive 

assessment for the oceanic variability from the latest version of the ECDA analyzed for 51 

years, 1960-2010 (Chang et al., 2013). 

 In addition, we set up "biased twin" experiment by using two cousin (showing very 

similar model structures but different model biases) coupled model (GFDL CM2.0 and 

CM2.1) in order to study the impact of deep ocean data constraints and model bias on the 

ensemble coupled data assimilation system.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coupled data 

assimil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for preventing coupled model drifts in deep ocean. This 

balanced atmosphere-ocean constraint produces the most accurate estimate especially for 

North Atlantic Deep Water (NADW), while the NADW appears too strong (weak) if the 

system is only constrained by atmospheric (oceanic) data.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urrent Argo and deep Argo experiment has been found. We expect 

that additional OSSE results based on various models using different assimilation methods 

will provide more robust estimates for the impact of deep ocean data constraint such as 

deep Argo array. 

Reference

Chang, Y. -S., S. Zhang, A. Rosati, T. L. Delworth, and W. F. Stern (2013), An assessment of oceanic 

variability for 1960-2010 from the GFDL ensemble coupled data assimilation, Clim. Dyn., 40(3-4), 775-803, 

doi:10.1007/s00382-012-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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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역의 고해상도 수온 염분 자료의

객  분석장 생산

  

장유순1, 신홍렬1, 김만규1, 김 규2, 나 남2, 우근2

1공주 학교
2국방과학연구소

 객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작성된 해양 기후 평균장은 해양 자료 분석 연구를 한 기  자

료이며, 해양 모델의 기·경계 조건  결과 검증에 매우 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

존의 기후 평균 자료들은 그 특성이 매우 다르며, 특히 1° 해상도의 WOA 자료는 한반도 주변 

해역  연안역의 해황을 자세히 모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 0.25°의 해상도를 가

지는 WOA01q(WOA quarter degree version 2001)과 GDEM3 기후 평균 자료들도 수온  염

분 수평 분포도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측 자료  해  지형 변동에 따른 해양 구조 변화를 반 한 

최  내삽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동해 남서해역의 0.1°의 고해상도 기후 평균장을 새롭게 개발

하 다. 기본 측 자료로는 미국 해양 자료 센터(NODC: National Oceanographic Data 

Center)의 WOD09(World Ocean Database version 2009)와 한국 해양 자료 센터(KODC: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의 정선 측 자료를 사용하 으며, 객  분석 알고리즘으

로는 연안역의 미세규모 변동까지 효율 으로 모사하기 한 2단계 최  내삽 기법을 용하

다. 한 잠재 와도 스 일을 용하여 수심에 따른 물성 변화를 객  분석 과정에 추가로 

용하 고, 결과 으로 등수심면을 따라 흐르는 해류 구조를 효과 으로 유지하면서 분석장을 

생산할 수 있었다. 모든 공간 스 일은 민감도 실험을 별도로 실시하여 연구 해역에 맞는 최

의 값들이 산정되었다.

 한 최근에 개발되어 공개된 NODC의 동아시아 해역의 고해상도 (0.1°x0.1°x137 해상도) 지

역 기후 평균장에 수온, 염분 연직구배 보정(vertical gradient correction) 과정을 새롭게 용

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해상도 기후 평균장은 기존의 기후 평균장

들과 비교해서 평균 공간 구조를 효과 으로 유지하면서 연안역의 세 한 구조까지 잘 모사하

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향후 련 연구에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사: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다해상도 환경의 시공간 추상화  표  DB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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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을 용한 KIOST 

기후재분석체계 개발

김 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기후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계   10년 규모 ·장기 기후변화/변동을 

측하기 한 연구들이 국·내외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계   10년 규모 ·장기 기

후 변화/변동 측을 해서는 자료동화기법을 용하여 재의 기후시스템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측시뮬 이터를 기화함으로 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FDL MOM4p1에 기반하여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을 용한 자료동

화체계를 개발하 으며 이를 기후모델인 GFDL CM2.1 모델에 용하여 KIOST 기후재분석체

계를 완성하 다. KIOST 기후재분석체계를 이용하여 수온과 염분 로 일, 인공 성 해면온

도 그리고 해면고도 자료를 동화하여 1947년부터 2012년까지 기후재분석장을 생산할 수 있었

다. 본 기후재분석장은 기후모델의 문제 으로 알려진 도태평양의 강수 패턴과 동태평양의 

냉수 의 편향이 완화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쿠로시오의 이안 을 실에 보다 가깝게 모

의함으로 북서태평양 기후 모의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 측 자

료와의 비교·검증을 통해 엘리뇨 변동성 등 태평양 기후모의 성능이 제시될 것이다. 

그동안 선진국을 심으로 해양  기후자료동화 시스템을 기후 모니터링  기후 측에 활용

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연구들이 기후변화 응  기후재난의 

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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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연직혼합방안에 따른 해양 순환모형 혼합층깊이 

 상층수온 모사 민감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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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수온  그 변동성을 결정하는 연직  수평 혼합과정의 올바른 모사는 기후 변동성을 

이해하고 측하기 한 해양 순환모형 개선에 요하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연직혼합방안을 해

양 순환모형에 사용하 을 때 각 방안의 특성에 따라 모사된 혼합층깊이와 해면수온에 나타난 차이와 

그 원인에 하여 분석하 다. 분석 역은 그 차이가 최 로 나타난 도 태평양을 심으로 하 다. 

사용한 연직혼합방안은 2차 난류완결방안인 Noh(1996)(N 방안)와 비국지 K- 로 일방안인 Large et 

al(1994)(KPP 방안)이다. N 방안은 KPP 방안보다 계 에 상 없이 모든 해역에서 혼합층깊이를 깊게 

모사하 다. 반면, 해면수온은 해역에 따라 태평양에서는 N 방안에 의해 더 낮게, 동태평양에서는 

KPP 방안에 의해 더 낮게 모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열  태평양 지역에 따른 혼합층깊이의 역할

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태평양에서는 주어진 열 속에 해 N 방안이 혼합층을 더 깊게 모

사함으로써 해면수온이 낮아지고, 동태평양에서는 같은 이유로 N 방안에서 용승의 효과가 표층까지 덜 

달되어 해면수온이 KPP 방안에 비해 상 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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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P5 모형에서 나타난 PDO 모의 성능의 향상

              

조 지, 장찬주, 권민호, 신호정, 박태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기후모형은 여러 요소들을 포함한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를 이용한 미래 기후 망은 불확실

성이 높다. 따라서 모형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일은 모형활용에 앞서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

는 CMIP3, CMIP5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s 3, 5)모형이 측자료에 

나타난 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를 얼마나 잘 모사하는지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과거/

재기후 모사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PDO는 기후변동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로서 북

태평양의 기압, 편서풍, 해양생태계에 향을 미치며, 겨울철 북태평양 해면 수온 아노말리를 

이용한 경험직교함수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첫 번째 모드로 정의된다. 모형 

자료로는 활용에 용이한 CMIP3 모형 21개, CMIP5 모형 20개를 선택하 고, 경도 2.5도 x 

2.5도로 재격자화하 다. 모형의 PDO 모의 능력을 평가하기 한 측 자료로는 ERSST 

(Extended Reconstructed Sea Surface Temperature)를 사용하 다.

1900~1998년 기간에 해 모사된 PDO와 측 자료에 나타난 PDO의 공간 상 계수를 계산

한 결과, 이상치(outlier)를 제외한 상  계수값이 CMIP3와 CMIP5에서 각각 평균 0.69±0.16(19

개 모형), 0.82±0.11(19개 모형)로 나타나 CMIP5 모형이 측에 더 가까운 PDO 공간 분포를 

보 다. 그 원인을 악하기 해 첫째로 PDO 발생에 향을 주는 ENSO의 공간 분포  강

도를 분석하 고, 둘째로 도해역 수온변화에 따른 강수 민감도와 태평양-북미 패턴(PNA: 

Pacific/North American)을 분석하 다. 강수는 증발, 류 과정을 통해 수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에 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PNA 분포는 도에서 나타나는 ENSO 향이 

기로 되는 상이므로 ENSO와 PDO 원격상 을 보기 한 분석에 필요하다. ENSO의 공

간 분포 분석 결과, CMIP3 비 CMIP5에서 모형- 측 간 공간 상  계수가 더 높아졌고, 강

도 한 CMIP5 모형에서 측에 더 가까워졌다. 한 수온변화에 따른 강수 민감도에 해 

분석한 결과 CMIP3에 비해 CMIP5 모형에서 두 변수 사이의 선형 회귀선 기울기와 시계열 상

계수가 더 높아졌으며, PNA 분포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모형- 측간의 공간 상  계

수가 더 높아졌다. 결론 으로, CMIP5 모형은 CMIP3 모형에 비해 ENSO의 공간 분포와 강도 

 도 ENSO와 도 PDO 간의 원격상 을 더 잘 모사하므로 PDO 를 측에 더 가깝게 

재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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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a Western North Pacific Ocean Model 

for Development of a Regional Climate Coupled Model

 

고철민, 장찬주, 정춘용, 박태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As climate changes,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extreme events such as typhoon and 

storm surge in the coastal areas can be altered and have impacts on various industries and 

the society. To simulate such changes and impacts on a regional scale in future climate 

projection, a regional climate model coupled with an atmosphere model and an ocean model 

is necessary. 

  For that purpose, we have started developing high resolution regional climate coupled 

model for the domain including the Western North Pacific Ocean (WNPO). The coupled 

model consists of an ocean model,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ROMS) and an 

atmosphere model, Weather Research Forecasting (WRF). For the ocean model, we used a 

horizontal resolution of 1/12 degrees and a vertical resolution with 30 sigma layers within 

the WNPO model nested by a 1/6 degree North Pacific Ocean model.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WNPO model with its historical 

simulati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imulated sea surface temperature is generally 

consistency with that of satellite data. The volume transports simulated in Korea Strait, 

Tsugaru Strait, and Soya Strait are similar to those in observational data. In overall, 

climatologically monthly mean spatial distribution of simulated mixed layer depth (MLD) 

are comparable to that of Montegut et al. (2004)’s climatology, except that the simulated 

winter MLD is shallower than the observational result around 40˚N.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WNPO model can reproduce the observed regional structure reasonably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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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North Tropical Atlantic 

as a Trigger for El Niño
              

Jong- Seong K ug, Y oo- G eun H am, Jong- Y eon P ark , and  F ei- F ei Ji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El Niño events, the warm phase of the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NSO), are known to 

affect other tropical ocean basins through teleconnec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ounting 

evidences that temperature variability in the Atlantic Ocean may also influence ENSO variability. 

Here we use reanalysis data and general circulation models to show that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omalies in the North Tropical Atlantic during the boreal spring can serve as a trigger 

for ENSO events. We identify a subtropical teleconnection in which North Tropical Atlantic 

warming can induce a low-level cyclonic atmospheric flow over the eastern Pacific that in turn 

produces a low-level anticyclonic flow over the western Pacific during the following months, 

cooling the equatorial Pacific through the easterlies over the equatorial western Pacific. 

Especially, this process seems to favor the development of a warm pool El Niño event with a 

centre of action located in the central Pacific, rather than the canonical event. We suggest that 

the identification of temperature anomalies in the North Tropical Atlantic could help to forecast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types of El Niño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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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층 수온 증가로 인한 해양- 기 상호작용의 변화: 남 국해를 

심으로

 

              

예상욱, 장혜영

한양대학교 ERICA 해양융합과학과

  최근 지구 온난화의 향으로 인한 해양의 표층 수온 (sea surface temperature)의 증가가 매우 

뚜렷하게 측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표층 수온의 증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표층 수온의 증가가 그 

지역에서의 해양- 기 상호작용의 특성 변화에 어떤 상 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남

국해 (South China Sea)는 도 10N-20N, 경도 110-120E의 아열  지역에 치한 동아시아 

Marginal Sea 로 최근 이 해역에서의 표층 수온 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지

역의 표층 수온 변화는 미래 기후 변화 아래에서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 변동성에 가장 민감한 해

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지역에서의 해양- 기 상호작용의 특성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기후 변화

아래에서 동아시아 몬순 특성을 악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  

남 국해 지역에서의 해양- 기 상호작용의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변화가 다른 해역

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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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duction of upper Southern Ocean waters and the 

interannual variability

              

권은영

서울 대학교 해양 연구소

  The main source of oxygen to the marine mesopelagic ecosystems is the supply of dissolved oxygen 

to the upper water columns by a process called subduction. The subduction of upper water masses also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oceanic absorption of anthropogenic CO2. The fundamental process for 

understanding the oceanic uptake and transport of tracers is the formation and subduction of water 

masses. 

 
  A main question that will be posed in my presentation is “How are water masses formed and 

transferred into the thermocline.”Building upon previously suggested mechanisms, I will show that the 

seasonal eddy subduction, which arises due to the subannual correlations between the mixed layer depth 

and the outcrop area, provides a dominant mechanism by which Southern Ocean mode waters are 

transferred to the thermocline; the springtime subduction occurs over a relatively larger outcrop area 

than the autumn-winter obduction; this leads to net downward volume transfer of mixed layer waters to 

the thermocline. The subduction rate obtained using a kinematic approach agrees well with the formation 

rate obtained using a thermodynamic approach with a minor contribution from ocean mixing. The 

subduction rates of upper Southern Ocean water masses respond to climate variations such as the 

Southern Annular Mode. I will end my presentation with the implications for the link between the 

subduction rates and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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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ossible mechanisms for the North Pacific 

regime shift of the Winter of 1998/99

 

Hyun-Su Jo1, Sang-Wook Yeh1, Cheol-Ho Kim2

1Department of Marine Sciences and Convergent Technology, 

Hanyang University, Ansan, Korea, Republic of Korea 

(swyeh@hanyang.ac.kr),
2Korean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Ansan, Korea, 

Republic of Korea
 

 We examine a possible mechanisms to lead the North Pacific regime shift of 

the winter of 1998/99. Since 1976/77 climate regime shift, the sea surface 

temperature(SST) in the North Pacific exhibits a long-term warming trend in 

the western and central North Pacific, which is mainly due to the two regime 

shifts which occurred in the winter of 1988/89 and 1998/99 regime shift,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1998/99 regime shift is characterized by a 

dipole-like structure along 40°N where a significant warming is prominent in the 

southwestern and central North Pacific. It is found that slow dynamic 

adjustments of SST and zonal wind with the meridional heat exchange through 

the thermal advection is responsible for the 1998/99 regime shift. That is, an 

intrinsic multi-decadal SST oscillation in the North Pacific contributes to the 

1998/99 regime shift. Furthermore, there exists another possibility,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tropical-midlatitude interactions through oceanic 

teleconnections via Kuroshio current. Kuroshio currents,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western tropical Pacific, carry more warm water and heat to the western 

North Pacific after the 1998/99. It is found that the western tropical Pacific SST 

shows a prominent warming since 1998/99, indicating that the oceanic 

teleconnections contribute to lead the 1998/99 North Pacific shift.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황해 남동 연안 선 역에서 

해양, 기 변수와 열속의 비교

김선복, 장경일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황해 남동부 연안 선 역에서 해양, 기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하여, 2011년 7월부터 2013

년 3월까지 여름철 성층역에 치한 황해 실시간 해양 모니터링 부이(YSROB)와 혼합역에 

치한 기상청 칠발도 부이(CB) 자료로 부터 해양, 기 변수와 열속을 비교하 다. 체 측 

기간의 평균 표층수온, 기온  풍속은 YSROB에서 CB보다 각각 2.6 ℃, 1.2 ℃, 1.1 m/s 만큼 

컸으며 평균 열속과 잠열속은 두 치 모두 해양에서 기로 열이 방출되고 YSROB이 CB

보다 각각 15.7 W/m
2

,
 

39.3 W/m
2 

만큼 컸다. 여름철 두 지역 평균 표층수온과 기온  풍속 

차는 각각 4.0 ℃, 2.3 ℃, 1.7 m/s 로 체 기간 평균보다 1.4 ℃, 1.1 ℃, 0.6 m/s 만큼 크지만 

여름철 평균 열속과 잠열속은 8.8 W/m
2

, 43.5 W/m
2 

로 체 기간 평균 보다 열속 차이는 

6.9 W/m
2 

만큼 작았으며 잠열속 차이는 4.2 W/m
2 

만큼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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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EX (Tropical Indo-Pacific water transport 
and ecosystem monitoring Experiment) Pr o g r a m

  

동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우리나라의 기후 변동에 향을 미치는 직 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서 북극지방의 기

압, 기류변화와 연계된 극진동, 티벳고원의 기압 변동성, 그리고 태평양과 인도양 열 해역의 

변동성이며, 열  동인도양과 서태평양의 변동성에 한 연구와 상호작용에 의한 기후변화 

향은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상 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해양기후 측결과의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의 한가운데 

치한 열  산호삼각지는 그 면 이 인도양과 서태평양, 태평양의 3%에 불과하지만 단  

면 당 생물 종다양성이 매우 높아 해양생물자원과 미래해양산업에서 차지하게 될 가치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요한 해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 기상, 기후에 향을 미

치는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사이 열 해역의 해황변화와 해수수송량을 감시하고 엘니뇨

(ENSO)와 인도양 극모드(IOD), 난수풀 등 규모 해양- 기 상의 변동성을 규명하기 

하여, 인도네시아 통과류(ITF)를 장기계류 측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상 변화와 생지화학

 특성, 물질 럭스를 모니터링하며 해양- 기 순환모델을 통한 미래해양순환과 수송량을 

측하고자 한다. ‘서태평양-동인도양 해수순환-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로그램 (TIPEX)’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북서태평양 해양환경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향 

연구 (POSEIDON)’와 ‘통합 기후 측 시스템을 한 기후 측 시뮬 이터 개발  양 측 

사업 (Gaia)’과 직 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CLIVAR ITF Task Team의 논의에서부터 주

도 으로 참여하여 양간 해수교환 연구를 선도할 로그램으로 국제 력을 추진할 정이

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련하여 열  태평양 계류 측망(TAO-TRITON)을 운용하는 

NOAA, JAMSTEC과 측기술 력, ITF 당사국인 인도네시아와 공동 측, 인도양 계류 측

망(RAMA) 구축에 참여하기 해 인도와 공동 측 연구 력이 필요하며, 국의 NPOCE 

로그램과도 지속 인 연구 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Oceanic and fisheries variability related to climate change 

of the North Pacific in Korean waters

              

SM M. Rahman, Chung Il Lee
*

Marine Bio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20 Gangneung Daehangno, Gangwon Province 210-702, Korea
*

Department of Marine Bio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20 

Gangneung Daehangno, Gangwon Province 210-702, Korea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regional responses of sea water temperature (SWT) 

related to the northwest Pacific climate-ocean variability. We differentiated four different regions: 

north of sub-polar front (NSPF) in the northern East Sea (40°N-42°N, 133°E-137°E), the 

Tsushima warm Current (TSWC) region in the southern East Sea (35°N-38°N, 130°E-133°E), 

north East China Sea (29-32, 127-130) and Eastern Yellow Sea (35-37, 125-126). We used six 

global indices as PDO, ALPI, AOI, SHI, MOI and ENSO. Results suggest that AOI, SHI and 

MOI have direct influence on the sea water temperature in these regions whereas PDO, ALPI 

and ENSO have some lagging phase. We found direct negative influence of PDO on the sea 

water temperature in the north of sub-polar front region whereas different lagging pahses with 

other regions. PDO and ALPI signal have been well identified after the 1976/77 climate regime 

shift (CRS) whereas AOI, SHI and MOI have been well identified after the 1988/89 climate 

regime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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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수치모델에 의한 동해에서의 심층 순환 역학 

신홍렬1*, 박유미1, 윤종환2, Yutaka Yoshikawa2

1
공주 학교 기과학과 

2일본 큐슈 학교 응용역학연구소 

  동해 심층순환은 해 사면을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순환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지에

서도 반시계 방향의 작은 순환이 존재하고 있다(Senjyu et al., 2005, and  Choi and 

Yoon, 2010), 이러한 심층 해수순환의 역학을 규명하기 하여 3층 해양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수치 모델 결과에서 나타난 심층 해수의 순환은 측과 마찬가

지로 동해의 해  사면을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며, 동해내 각각의 분지-울릉분

지, 야마토 분지, 일본 분지-에서도 수치 실험 결과에 나타난 심층 해류의 속도와 방향

은 측과 비교  잘 일치하 다.

  하층의 운동방정식과 연속방정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정한 등수심선을 따른 순환

방정식이 얻어진다(Yoshikaw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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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등수심선의 선 속도 성분(along-slope velocity)이며, 

은 등수심선의 법선 

속도 성분이고(바깥으로 양의 값), 
는 성력의 선 성분(VIS)이다. 이 식은 

 가 

성 토크에 의해 감속하는 것에 반해 얼마나 가속되는지의 양을 나타낸다. 오른편의 

첫째항(LAY, vortex-legnth flux)과 두 번째 항(VOL)은, 에디-구동 bolus velocity 인


′′의 발산/수렴과 분 역내 하층 체 ()의 시간 변화를 나타낸다. 세 번째 

항(PLA, planetary vorticity flux)은 행성 와도의 총 럭스를 나타내고, 네 번째 항

(REL, relative vorticity flux)은 에디에 의한 상  와도의 총 유입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첫 번째 항(vortex-legnth flux)와 네 번째 항(relative vorticity flux)이 동해

에서의 하층 순환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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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ility of a Vector Geometry Based 

Eddy Detection Algorithm to AVISO 1/4° SSH Product 

in the East Sea
 

이경재, 장경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A recently developed new eddy detection algorithm, a vector geometry-based eddy 

detection algorithm (VGBEDA), is more efficient and rapid method than other previous 

methods, however, was originally developed to apply to high-resolution numerical 

model data. Hence, the applicability to lower resolution products such as AVISO data 

is questionable. The applicability of the VGBEDA method to 1/4°-resolution gridded 

AVISO data in a marginal sea, the East Sea, is examined by increasing the grid 

resolution by a simple linear interpolation. The results are then compared with results 

from other methods including manual eddy detection and the winding angle method. 

When the results from these methods are compared with manually detected eddy  , 

the success rate of VGBEDA was little higher, and above all, the excess rat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W-A method. Stimulated by the result, we apply the 

VGBEDA method to 19 years AVISO SSH products to study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the mesoscale eddy field in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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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연안 장거리 (5 MHz) 고주  이더 (HF-Radar) 

설치 운용과 비 분석결과

 손 태1, 장경일1, 김구1, 김 2, 문홍배2 
1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해양연구소), 2(주) 오션테크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사용자들( 학, 연구소, 정부기 )에 의해 역의 표층 해수 유동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주  (High frequency, HF-Radar) 해양 이더가 설치/운

용되고 있다. 서울 학교 해양연구소는 경북 울진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부지와 동

해시 망상의 서울 학교 해양연구소 부지에 장거리 (5 MHz) 고주  이더를 설치하여 2013

년 2월 순부터 표층의 해수유동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장거리형 이더는 수평 으로 5 

Km의 해상도를 갖고 약 150 km × 150 km 역에 걸쳐서 1시간 간격으로 측한다. 본 연구

에 사용된 HF 이더 안테나는 크로스 루  (Cross loop) 타입의 방향감지 (Direction finding) 

방식이다. 육상에 설치된 안테나의 측 패턴에 향을  수 있는 환경요인을 보정하기 해 

각각의 사이트에서 안테나 패턴 측정(Antenna pattern measurement, APM)을 실시하여 방사

형 벡터 자료를 보정하 다. 를 이용하여 간 인 방법으로 측된 고주  이더 유동자

료는 반드시 장에서 직  측된 자료 (유속계 혹은 표류부이 자료)와 비교 검증되어야 하고 

그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장거리 고주  자료 검증 방법의 일환으로서, 성추  

표류부이와 비교한 결과를 소개하고 동해 연안에서 장거리 고주  이더의 비 분석 결과인 

일평균 해수 유동장의 변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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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o 자료로부터 확인된 리만해류와 반시계 순환류 특성

 

강석구, 김은진, 이재학, 정경태, 석문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해양과기원은 75대의 아고 뜰개를 투하하였고, 기상청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65대의 아고를 투하하였다. 동해에 투하된 140 여대의 아고 뜰개 중 8대의 궤적이 

과거 정성적으로 동해 북부해역에 존재하는 리만해류로 알려진 해류의 궤적을 보였으며, 동해투

하 아고자료를 통해 연안의 깊은 수심에서 리만해류의 존재를 직접 확인한 의미가 있다. 

러시아 연안의 해류(리만해류)는 일본분지 내에 나타나는 반 시계 순환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Argo 뜰개가 리만해류를 포함하여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순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순환 

고리의 규모에 따라 약 0.5년에서 3년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체 자료의 염분 분포는 약 32.7 

-34.4psu 구간이며, 수온은 대략 0.0-26.0℃의 범위를 보였다. 중층 수심 약 700m 근처에서 

관측된 수온분포는 0.0-1.0℃이며, 염분분포는 33.3-34.2psu이다. 700m 수심에서 보이는 궤

적은 외곽을 도는 큰 고리 순환과 상대적으로 내부의 작은 고리 순환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분지 중심부에 소형의 순환 고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해에서는 대부분의 뜰개가 700m 수심에서 이동되도록 투하되었기 때문에 상층(계절적인 상

부 혼합층 이하 수심)과 상대적으로 깊은 1000m, 2000m 내외의 심층에서는 이와 같은 해류특

성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특성 확인을 위해 향후 추가 투하 계획 시 투하 

수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8대 중 4대의 아고 뜰개는 약 10여년의 

생존(활성) 기간으로 예상보다 긴 수명기간을 보여 향후 Argo 뜰개를 활용한 동해 모니터링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프로그램(PE99163, PN65481, PE99164)의 부분적

인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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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부해역에서의 용승 상 고찰 

장성태
*, 문형태

**, 최휴창
**, 박종집

*

㈜지오시스템리서치
*, 한국수력원자력

**

  동해 남부해역은 여름철에 주변해역보다 표층수온이 5℃ 이상 차가운 냉수 가 자주 출 하

는 해역이다. 이러한 냉수 는 용승 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냉수 에는 양염이 풍부하고 

용존 산소량의 함유량이 많아 해양 동·식물의 먹이가 되는 랑크톤이 량 증식하여 좋은 어

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동해의 남동연안에서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용승 상은 격한 수

온변화를 가져와 양식어류의 량 폐사  해무를 자주 발생시켜 선박사고의 안 을 하기

도 한다.

  이러한 동해 남부해역에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냉수 의 발생원인  상을 분석하고자 국

립수산과학원에서 냉수  주의보를 발령한 시기에 맞춰 재 운용 인 동해 모니터링 부이자

료를 심으로 최근 3년간 6월에서 8월의 수온  클로로필(엽록소)-a, 풍향·풍속 자료를 분석

하 다. 

  분석결과 용승 상에 의해 냉수 가 발생한 시 에 표층수온이 주변해역보다 3∼5℃ 이상 

낮았고, 클로로필-a는 높게 나타났다. 기 연구된 용승 상과 바람과의 상 계를 악하기 

해 풍향·풍속 자료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발생시 은 남서풍  남풍계열의 바람이 5 

m/s이상 꾸 하게 불 때 용승 상의 발생 기작은 바람의 향에 의한 에크만수송과 한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재 동해연안 원 주변의 해양환경 응시스템을 해 일본 큐슈 학의 응용역학연구소에

서 개발한 RIAMOM(Research Institute of Applied Mechanics Ocean Model) 모델을 응용하

여 동해 역에서의 해황을 보하고 있고, 연안역 원 주변의 상세 측을 해서 격자를 세분

화하여 3단계에 걸쳐 둥지기법(nested grid system)을 용하여 보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부

터의 보 결과를 심으로 측 결과와 비교 분석하 고, 용승 상에 한 역학 인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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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of ocean current to the increase in N 

abundanc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Marginal Seas
              

김승규1, 장경일2, 김봉국2, 조양기2

1인천대학교 해양학과,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In the Northwestern Pacific marginal seas, there has been a rapid temporal increase and 

spatial variability in the relative abundance of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over dissolved 

inorganic phosphate. The cause and mechanisms of this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is under 

debate. Recently, atmospheric deposition of nitrogen has been shown to be the major cause of 

the spatio-temporal variation in the concentration ratio of dissolved nitrogen and phosphate (N:P 

ratio) [1].

  In the present study, we show that the transport by ocean currents is a more crucial factor 

causing the spatio-temporal variation in the N:P ratio in the study area [2]. Firstly, input flux 

values of N, collected from literatures, showed a predominant contribution (>90% of total input) 

of current-driven transport. Secondly, total increment (~0.13 Tmol/yr) of annual river-N and the 

air-N to the East China Sea (ECS) over the last 30 years was comparable to increment in the 

annual current-N flux to the East Sea (ES) during the same period. Finally,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emporal increasing rate in N:P (which show a decreasing gradient from the 

Changjiang River estuary to the northern part of the ES) was well matched with the salinity 

distribution and the path of current.

  In short, variation in N:P (or N*) in the ES is strongly connected with the N budget in the 

neighboring the ECS via the ocean currents, implying that the nutrient status in the ES can be 

influenced by climate change as well as biological, chemical, physical processes in neighboring 

ECS and its bearing watershed. Multidisciplinary studies covering the ECS, the YS, and the ES 

are inevitable to elucidate N:P ratio change associated with human activities.

[1] Kim, T.-W.; Lee, K.; Najjar, R.G.; Jeong, H.-D.; Jeong, H.J., Increasing N abundanc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due to atmospheric nitrogen deposition, Science, Vol.334, pp. 505-509. 

2011.

[2] Kim, S.-K.; Chang, K-I.; Kim, B.; Cho, Y.-K., Contribution of ocean current to the increase 

in N abundanc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Marginal Seas. Geophy. Res. Lett. Vol.40, pp. 

143-14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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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근해 클로로필 변동성에 한 여름철 양자강 

염수의 향

김 석1,2, 박 제1, 문일주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성센터
2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일반 으로 양염이 풍부한 양자강 염수는 해류  바람에 의해 확장되고,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 클로로필 분포에 향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지 까지의 성을 사용한 연

구는 동 국해  한해 에만 국한되었고 동해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동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클로로필 변동성과 여름철 양자강 방출량 

변동의 상 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클로로필의 시공간 변동성과 양자강 염수의 이동시간을 

고려하기 해 각각의 아노말리 값에 한 지연상  방법을 이용하 다. 여름철 양자강 방출량 

아노말리와 한반도 근해 클로로필 아노말리 사이의 양의 상 을 보이는 역은 0-3개월의 시

간 지연을 가지고 양자강 입구에서 부터 제주도 주변과 한해 을 통과하여 동해까지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양자강 염수가 여름철 남풍 계열의 바람과 쿠로시오 해

류의 지류에 의하여 동해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양자강 방류수는 동 국해, 한

해  뿐만아니라 동해의 클로로필 농도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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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동부 연안역의 해수 유동 특성

이재학1, 홍창수1, 박진구1, 김성 2, 조성환3, 주세종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주)지오시스템리서치, 3.(주)연안생태기술연구소

  마난류가 통과하여 연  난류수의 향을 받고 있는 제주도 남동부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 

양상을 악하기 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격주 간격으로 제주도 남

동부 (표선) 연안역 3개 정 에서 CTD 측과 해양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사 정 들  표선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간 정 (33° 18′N, 126° 54′

E, 수심 55m)에 해양/기상 측부이를 설치하여 2012년 5월부터 재까지 실시간 기상  표층 

환경자료와  수층의 유속/유향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지 까지 측 결과 제주도 남동부 연안역의 해수 유동은 겨울철에 체로  수층에 걸쳐 

북동류가 우세한 유속구조를 보 으나, 여름철에는 수심 약 20m 층을 경계로 상하층 구조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하층에서는 남향류가 우세하 다. 층 남향류는 처음 측된 것으로 최  

유속이 40cm/sec 정도를 상회하며 2개월 이상 지속 으로 유지되었다. 겨울철 유속은 표층 

(5m)에서 가장 강한 반면, 여름철에는 층에서 강하 고, 최  1m/sec 가 넘는 유속도 측되

었다.  층에 걸쳐 약 10일 주기의 변동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람장 변화의 

향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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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강 하구의 방류량에 따른 담수 확산 범  악을 한 

수치모델 모의 

김종욱, 윤병일, 송진일, 우승범

인하 학교 해양학과

  산강 하구는 한민국 남서 해역에 치하며, 하구둑 건설로 인하여 유속 감소, 하구 내 

체류시간 증가 등 해수 유동 특성이 변화하 다. 산강 하구의 해수 유동 특성은 산강 하구

둑에서 인 으로 방류되는 방류수에 의해 크게 변화하며, 방류된 담수는 외해 방향으로 확산

되어 해수와 혼합된다. 하구의 유동 특성 재   담수 확산 범  악을 하여 3차원 수치모

델인 EFDC를 용하 다. 수치모델 모의를 하여 2011년 실시간 외력  담수 유입 조건을 

고려하 고, ADCP와 CTD의 정 , 정선 유속  염분 측 자료를 이용하여 검·보정을 수행

하 다. 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미방류 시 하구둑 면에서 약 0.3m/s 이하의 유속 변화가 나

타나며, 방류 시에는 약 0.9m/s의 제트류 형태의 유속이 재 되었다. 목포항의 표층 염분은 담

수 유입량에 따라서 변하게 되며, 최  6psu까지 염분이 변한다. 하구둑 인근의 방류된 담수는 

상층부에 제한되어 외해 방향으로 유출되며, 방류량에 따라서 담수의 확산 범 는 하계 시 최

 약 26km 까지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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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 내측에서의 시간변화에 따른

용존산소 농도 변화 악

송진일,윤병일,김종욱,임채욱,구본호,김명석,우승범

인하 학교 해양과학과

  산호 용존산소(DO) 분포를 조사하기 해 2012년 06월 13일부터 07월 19까지 약 37일 

동안 표층과 층에서 정  측을 수행하 다. 한,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를 이용하여 유향  유속을 측정 하 으며, CTD를 사용하여 수온과 염분을  동시에 

측정하 다. 

  측 기간동안 층에선 부분 0ppm 에 가까운 낮은 산소 농도가 나타났으며, 리차드슨 

넘버 계산 결과 측 기간  성층이 유지되는 기간은 체 측 기간  93 ~ 96% 으로 

성층이 지배 인 환경 이었다. 측기간 동안에 배제량이 2×10
7

 ton 정도의 방류가 발생을 

하면 측정 의  수층에서 0.5 m/s 이상의 유속이 발생한다. 방류수에 의해서 표층과 

층이 혼합되면서 표/ 층간의 수온차가 약 5℃ 이하가 되어 성층이 불안정해 지며, 층의 

DO 농도는 2ppm에서 최  6ppm 까지 증가 한다. 층의 DO 농도는 방류가 발생을 하면 

증가하지만, 방류가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0 ppm 의 농도로 감소한다. 층의 

용존산소 변화를 이용하여 층에서의 산소 소모율을 산정 하 다. 산호 층  수층 

에서의 산소 소모율은 표층으로 유입되는 양 보다 매우 크며, 측 기간  산소 소모율은 

0.62 ~ 13.31 gO
2

m
-2

d
-1

의 변화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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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의 표층 수온 연직 구조와 해수면온도의 

상 성 분석

              

홍단비
12

, 양찬수
†12

, 최병주
3

, 백지훈
2

1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해양환경시스템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성센터

3
군산 학교 해양학과

  해수면 온도는 해양과 기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수치모델, 기후 연구 등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5월 군산 앞바다에서 측한 수온자료와 

Aqua/MODIS, Terra/MODIS 해수면온도의 상 성을 비교한다. 장 실험을 통해 총 59개 정

에서 5일 동안 수온, 풍속, 기온을 측하 으며, 수온은 10cm, 1m 수심에서 각각 RBR 

XR420, CTD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인공 성 해수면온도는 장 측과 동일한 시간에 측

된 Aqua/MODIS(2012. 05. 21 18:00, 25 17:35)와 Terra/MODIS(2012. 05. 21 13:44, 25 13:20)자

료를 사용하 다. 장자료와 인공 성 자료를 이용한 표층 수온 연직구조와 일사량, 해기차, 

풍속의 조건에 따른 상 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시/공간 으로 고해상도인 해수면온도 합

성장을 평가하는데 기 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측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연안의 조류 분포 분석

 이  석1, 장성태2, 오경희1, 송규민1, 유학렬2, 조철호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주)지오SR

3국립해양조사원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연안의 해양환경은 강한 조류에 크게 향을 받는 해역으로 해양환

경의 해석을 해서는 조류의 특성을 악하는 것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안선의 향으로 조류의 공간변동이 매우 크며 기술 인 한계로 주요 천문조의 분석

이 가능한 장기 측이 부족하여 조류의 일반 인 특성을 개 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수행한 337개의 30주야 해류 측 자료와 2,240개의 1주야 해

류 측 자료를 분석하여 서해와 남해 연안의 조류분포를 분석하 다. 이론 으로 1주야 해류

측 자료를 이용하여 5개의 주요 천문조 (M2, S2, N2, K1, O1)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러나 1 주야 측정  주변에서 30주야 측에 의한 조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각 분조들의 

상 인 특성을 이용하여 5개의 천문조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유사한 주 수에 있

는 반일주조들의 조류타원의 모양이 서로 유사하고 진폭비와 상차의 공간 인 변화는 크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각 분조들을 정량 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M2분조에 한 S2분조와 N2분조 조류타원의 장축비과 상차는 각각 (0.4±0.05, 

40±10°), (0.2±0.05, -20±10°) 정도에서 공간 으로 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과정을 통

해 향후 조류의 분석과정에서 조석과 조류의 역학 해석을 해 조류타원의 장축방향을 창조류

의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측에 의한 우

리나라 주변 연안의 조류 특성 분포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방법을 확 한다면 단기 해류 측 

자료에서 분석되는 조류의 활용가치가 더욱 증 될 것으로 상된다. 향후 우리나라 연안의 해

양환경 특성의 해석과 수치모델의 입력 는 검증을 해 이분석의 결과가 유용한 정보로 활

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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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평균해수면의 특이 상승 상

허 룡
1

, 한 남
1

, 한기종
2

, 유학렬
1

1국립해양조사원, 2주)UST21

   한국 근해에서 2012년에 연평균  월평균 해수면이 년에 비해 높게 상승된 상

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변동을 악하기 해, 서해 3개소, 남해 4

개소, 동해 4개소의 조 측소 자료(2001년～2012년)의 자료를 년자료와 비하여 

분석하 다. 한 주변국과 상 계를 악하기 해 일본의 서해안 7개소와 동해안 

4개소, 국 4개소의 최근 평균 해수면 자료를 분석하 다.

  연평균 해수면의 경우 우리나라 주변은 최근 10년 평균 조 자료에 비해 2012년에 

서해안에서는 3.4 ～ 4.5cm, 남해안에서는 2.0 ～ 4.0cm, 동해안에서는  2.2 ～ 8.1cm 

상승으로 나타났다(표1). 일본은 서해안에서 -1.7 ～ 6.4 cm,  동해안에서 4.1 ～ 8.7 

cm으로 나타났다. 국은 3.6 ～ 9.3 cm 상승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의 월평균해

면은 겨울철에 년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나다가, 남해안에서는 5 ～ 6월부터 갑자기 높

아지기 시작하 고, 북쪽으로 갈수록 여름철에 높아지기 시작하여 겨울까지 유지되는 

특이한 상승 상이 발생되었다. 이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 그 원인에 한 고찰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해 수온상승에 의한 해수의 열팽창  북

극빙하의 해빙 등의 원인에 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표 1> 우리나라 월평균해면과 누년 월평균해면의 편차(단위: cm)

구분 관측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동해

속 초 2.9 5.2 2.3 2.3 1.3 7.2 6.3 5.6 9.1 12.9 3.1 5.3 
묵 호 1.2 -1.2 4.3 -0.3 0.3 -1.3 4.3 3.7 1.9 3.2 9.2 0.8 2.2 
포 항 5.3 10.7 4.0 7.2 2.4 -1.5 7.6 8.1 13.9 15.4 15.1 8.0 
울릉도 -6.7 -9.0 -2.2 -2.1 6.0 7.9 18.0 20.5 14.5 17.0 19.6 13.3 8.1 

남해

부 산 4.1 0.9 5.1 -2.4 -0.4 4.2 5.9 7.7 3.5 7.8 7.1 -3.1 3.4 
여 수 -2.6 0.9 5.2 -1.9 1.4 3.6 4.9 8.1 -2.3 4.5 4.2 -1.3 2.0 
완 도 5.4 1.7 7.1 -1.5 2.7 5.9 6.0 10.4 -1.6 6.3 5.2 0.3 4.0 
제 주 7.1 1.3 6.4 -1.9 2.8 2.4 1.6 4.7 0.8 7.9 1.2 -1.7 2.7 

서해

영 광 4.1 0.0 7.8 -0.2 1.5 2.7 5.8 10.3 1.8 8.6 7.7 3.8 4.5 
안 흥 3.0 -1.1 5.7 -1.0 -0.8 4.8 4.4 10.4 1.6 6.9 6.3 0.7 3.4 
인 천 3.4 -1.9 5.9 -0.9 1.0 4.9 4.8 9.4 3.9 11.7 6.3 -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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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과     2008년   4월 에     발 생 한     서 해 안    이 상 랑 

방 향 에    한     비 교  분 석

우승범
1

, 김명석
1

, 엄 민
2

, 유승
2

, 서장원
2

1
인하 학교 해양과학과, 

2
기상청 측기반국 해양기상과

2007년 3월 31일 발생한 이상 랑의 방향과 2008년 4월 25일 발생한 이상 랑 방향

의 비교를 통해 서해에서 발생하는 이상 랑 지속시간의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2008년 

4월에 발생한 이상 랑 역시 방향의 에서 2007년 3월에 발생한 이상 랑과 마찬가지

로 서해 외해측 북서방향으로부터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 3월 이상 랑이 2008년 4월 이상 랑보다 진폭의 크기가 작게 나타났는데, 이

를 조석과 연계하여 분석하여보았는데, 2007년 3월 이상 랑은 최강창조시에 발생하 고 이와 

달리 2008년 4월 이상 랑은 최강낙조시 발생하 다. 이상 랑의 방향은 모두 유사하게 나

타났지만, 이상 랑 발생시기의 조류흐름의 방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상 랑의 방향을 결정하기 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1분 간격의 조 자료를 

이용하 다. 짧은 시간동안 큰 진폭으로 나타나는 이상 랑의 비주기성을 고려하여, 웨이블렛 

변환을 통해 조석성분을 제거하 다. 이를 다시 웨이블렛 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최  

워 스펙트럼이 최  발생한 시각을 해당정 에서 이상 랑이 발생한 시각으로 정하 다. 

Proudman 공진으로 인하여 이상 랑이 발생하 을 때, 각 정 간 이상 랑이 발생한 시각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상 랑의 방향을 추론하 다. 

핵심용어 : 이상 랑, 방향, 조 , 조류, 웨이블렛, Proudman 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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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해양 측 성(GOCI)의 원격반사도(Rrs) 정확도 

향상을 한 장분 복사계 검보정 연구

안기범1,2, 오은송1, 조성익1,2, 박 제1, 유주형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성센터
2연세 학교 천문우주학과

성 탑재체에서의 기 상공 복사휘도 데이터 획득은 정량 인 해색자료 획득을 해 높은 

복사 정 도가 요구된다. 천리안 해양 측 성에서 사용되는 복사보정은 리보정(Vicarious 

calibration)으로 지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참값으로 보정하기 때문에 장에서 사용되는 분

복사계(Spectroradiometer)의 정기 인 검보정이 필수 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성센터

에서는 ASD Fieldspec과 같은 장 측장비의 학  특성 모니터링, 장 측 후 장 측

장비의 학  특성 변화량 정량화  상 보정을 하여 학검보정실험실을 구축하 다. 검

보정 학실험실은 표 원으로 20인치의 분구(USS-2000S, LabSphere), 상 교정을 한 

기  분 복사계(MCPD9800, Photal), 학실험시 주변 진동 등의 향으로부터의 격리를 한 

학테이블(3600 × 1500 × 800 mm3)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 검보정 시 수치모사시스템인 

ZEMAX  ASAP을 이용하여 상 교정시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해양 성센터에서는 천

리안 해양 측 성의 원격반사도(Rrs) 리보정을 하여 2012년 10회의 장 측을 수행하

으며, 매 측시마다 장 측장비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복사휘도는 6~7%, 복사

조도는 3~4%의 오차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격반사도 값은 약 10%의 오차를 포함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천리안 해양 측 성의 정확한 검보정을 수행하기 해서는 장 측장비

의 지속 인 모니터링  검보정이 필요함을 확인하 으며, 학검보정실험실에서의 장 측

장비의 교정을 통하여 원격탐사자료의 검보정을 한 보다 일 되며 신뢰성 있는 자료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GOCI 검보정 의체 기 들에게 검보정 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해색원격탐사의 학술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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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rius/SAC-D 측 염분과 장 측 자료의 비교

(동 국해를 심으로)

              

임진욱1), 이충일2), 정희동1), 김상우1)

1)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2)강릉원주 학교 생명과학 학

  지구 표면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이상으로 그  염분은 생물, 해양순환 등의  

지구 환경에 매우 요하다. 한반도 연근해 염분은 태평양에 비해 낮고 쿠로시오 해류에 향

을 받으며 인 으로는 국의 샨샤 의 방류수 등에 향을 받고 있다. 특히 샨샤 의 방류

수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해양의 염분 환경에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염분의 측은 Aquarius/SAC-D (Spanish: Satelite de Aplicaciones 

Cientificas-D) 발사 이 에는 장 측을 통해 이루어져 많은 비용과 신속한 측이 어려웠

다. 하지만 2011년 6월 Aquarius/SAC-D 염분을 측 성이 발사됨으로서 원격탐사 방법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시공간 으로 측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Aquarius/SAC-D에서 측된 월평균 All 

Beams 염분 상을 동 국해 지역 4곳과 쿠로시오 해류 향지역 2곳으로 분할하여 변동을 

보았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정선조사 정 에 맞추어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정선조사 자료(2월, 5

월, 8월, 11월) 표층 염분자료와 비교하 다.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Aquarius에서 측된 표층염분의 변화는 염분농도는 북부

가 높게, 동서로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 국해 북부(ECSNE:동, ECSNW:서)는 평균 

32.26, 31.98(psu)이었으며 하계에 31(psu)이하로 낮게 측되었다. 동 국해 남부(ECSSE:동, 

ECSSW:서)는 만동부(KWC)와의 간정도 되는 33.16, 33.06(psu)를 나타났으며 하계에 평

균 32.5(psu)정도까지 낮아 졌다. 

KWC(Kuroshio Warm Current)는 평균 34.1(psu), 표 편차 0.15로 년  크게 변하지 않았으

며, 큐슈서부(KBCWK:Kuroshio Branch Current West of Kyushu)는 평균 33.74(psu) 으며, 

하계에 32.94(psu)로 하락하 다. 이러한 하계 하락은 동 국해 북부지역 하계와 유사한 패턴

으로 나타났다.  KBCWK는 평균 33.74(psu)로 나타났으며 하계에 동 국해 북부와 같은 기간

에 평균보다 낮은 32.94(psu)로 측되었으나 약 1~2개월 후 하락이 의 값으로 회복 하 다.

  Aquarius 성 측 염분은 장 측 자료에 비해 평균 으로 0.676(psu) 낮게, 표 편차는 

1.166으로 나타났으며 월별로 2011년 8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 체 자료 39건 

 높았던 경우가 13건, 낮았던 경우가 36건으로 각각 그 평균은 0.59, -1.13 이었다. 측자료 

비 계 별로는 2월 –0.97, 5월 –1.17, 여름 –0.17, 가을 –0.64 낮았으며, 2012년 2월 경도 

126도, 도 33도(제주남서)에서 최  –4.97(psu)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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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asonal MLD frequency 

distribution.

Fig. 2. Seasonal spatial pattern of MLD

아고뜰개 수온자료에 근거한 동해 혼합층 계절변화

김보연1, 장찬주1, 박종진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경북대학교 해양학과

 해양혼합층은 수온, 염분, 밀도 등이 연직으로 균일한 층으로 대기와 직접 상호 작용하는 층이다. 따라

서 해양혼합층은 해양-대기 열교환을 통해 기후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용한 영양염류와 

태양광의 양이 해양혼합층깊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식물플랑크톤 번성과 해양 생물생산성에도 영향을 미

친다. 이러한 해양혼합층깊이(mixed layer depth, 이하 MLD)는 바람, 부력속, 해양순환 변화 등에 따라 

시·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해류와 용승 등 여러 물리 작용에 의해 MLD가 계절적/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

해는 해양혼합층 관측 자료에 근거한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1999년부터 동

해 전체 해역을 포함하는 수온과 염분 자료를 제공하는 아고(ARGO,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뜰개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 MLD계절변화 특성, 해역에 따른 변화, 그리

고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이용한 아고뜰개 자료 기간은 1999년 3월 ~ 2011년 4월 이다. MLD

는 표층 수온과 0.5도 차이가 나는 수심으로 정의하였다. 상대도수분포(Fig. 1)에 따르면 봄철 MLD는 

평균 40~50m 로 나타나며, 여름철 평균 MLD는 10~20m로 얕게 나타났다. 가을철 MLD 평균은 여름 

보다는 깊고 봄에 비해 얕은 20~40m 를 보이고, 겨울철 MLD는 약 80m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계절에 

따른MLD 의 공간분포(Fig. 2)를 살펴보면 봄철 MLD는 남부와 북부해역이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이

는 반면, 다른 계절에서는 남부와 북부해역이 서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에는 북부해역보다 

남부해역이 MLD가 전반적으로 깊게 나타났다. 향후 계절별 MLD의 지역적 차이 원인 규명을 위해 해

류, 열속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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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성 고도계 자료를 이용한 구 유의 고 공간분포 

 장기변동 특성 분석   

              
우혜진1, 박경애2

1서울 학교 과학교육과
2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TOPEX/Poseidon과 Jason-1/2 고도계 자료를 이용하여 각 성 고도계별 유의 고 산출물 

특성을 비교하 고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고도계 path 자료를 1° x 1° 간격으로 격자화하여 

구 유의 고 공간분포  장기변동 특성을 분석하 다. 고는 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

을 보 으며 계 변동이 나타났다. 계 변동의 경우 북반구에서 변동 특성이 더욱 뚜렷하

다. 한 장기변동 특성은 지역 으로 큰 편차를 보 다. 랑의 발생과 성장은 풍속, 바람의 

지속 시간, 취송거리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동일 인공 성 고도계에서 산출된 풍속 자료를 

이용하여 유의 고와의 상 성을 조사하 으며 유의 고에 한 풍속의 향을 분석하 다. 

유의 고는 풍속이 강해질수록 높아지는 양의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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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Response to Solar Radiation Reduction

in High Latitudes
 

신호정, 장찬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As an analogy for proposed climate engineering, we conducted simulations with reduced 

solar insolation over the high latitudes as well as over the globe using the NCAR CAM3.1 

atmospheric model coupled to a slab ocean model. Changes in surface ai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were analyzed for annual mean and variation. Surface cooling in high latitudes 

increased ice fraction and surface albedo, leading to a greater deficit in radiation budget at 

the top of atmosphere. It resulted in an increase in poleward energy transport by the 

atmosphere and shifted the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poleward in the warmer 

hemisphere. 

  We have calculated climate sensitivity for the globe and also for the high-latitude 

regions only. To obtain regional climate sensitivity, we calculated changes in meridional 

energy transport resulting from these solar insolation reductions. A previous study found 

that global mean climate sensitivity was similar for the both global and northern 

high-latitude reductions in solar insolation. However, we find that the southern 

high-latitude reductions can lead to a greater response (i.e., higher sensitivity) than would 

the globally uniform reduction do. This higher sensitivity of the southern high-latitude 

perturbation is a result of both sea-ice albedo amplification and cloud fraction increase. 

The energy balance following a reduction in solar insolation over high latitudes is largely 

re-established by increased energy transport from mid to high latitud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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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해양모니터링부이에서 측된 

울릉도․독도 연안해역 물리  특성

김윤배, 장 석, 1장경일, 2이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1서울 학교, 2부경 학교

울릉도  독도연안해역의 해양  기상환경을 악하기 하여 2011년 4월 17일 

～ 2012년 6월 17일, 2009년 3월 29일 ～ 2012년 8월 16일까지 각각 울릉도 연안 

(울릉도 남동쪽 약 1.8 km, 수심 약 150 m), 독도 연안 (독도 동쪽 약 3.2 km, 수심 

약 130 m)에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부이를 계류하 다. 울릉도 부이에는 표층에 

RDI ADCP(300kHz)와 수 에는 각각 2, 20, 50, 80, 140m 수심에 SBE 37IM CTD

를 부착하 다. 독도부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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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는 울릉

도  독도 연안에서 수심별 수온, 염분, 해류 등의 단주기  장주기 특성과 함께 

ADCP의 음향자료를 이용하여 후방산란강도(Backscattering Strength)구조를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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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궤도 성  정지궤도 해색 성자료의 

클로로필-a 스펙클 분포 특성

               

이민선
1

, 박지은
1

, 박경애
2,3

1서울 학교 과학교육과
2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서울 학교 해양연구소

  극궤도 및 정지궤도해색위성 클로로필-a 자료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는 스펙클들

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스펙클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은 해색 연구에 제한을 주어 개선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극궤도 및 정지궤도 해색위성의 클로로필-a의 스펙클 특성을 분석하였다. 클로

로필-a 영상의 스펙클이 자주 나타나는 위치 및 시간대를 분석하였고, 가능성 있는 원인에 대해

서도 제시하였다. 각 위성별 스펙클 분포 특성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스펙클은 특히 구름 주변

부에서 자주 발견되며, 구름제거 과정에서 구름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이 외에도 스펙클의 발생 특성을 통해 가능한 원인을 분석하고 스펙클 제거 방안 또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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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P3 모형결과 경계조건을 이용한 북태평양 해수면 미

래변화 망

김민우, 김철호, 장찬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우리나라 주변해  북태평양해역의 미래 해수면 변화를 측하기 하여 지구 해양-해빙 

결합모형을 이용한 해수면 기후변화 측 실험을 수행하 다. 기 실험으로 수평해상도 0.5도 

지구 해양-해빙모형(MOM4p1-SIS)를 수립하고 기후 평균 강제력(CORE NYF)을 입력조건

으로 하여 400년 스핀업 하 다. 기후변화실험은 CMIP3의 GFDL CM2.1, MIROC Hires, MPI 

ECHAM5 모형의 A1B 미래기후 (2045-2055년 평균)와 재기후(1991-2000년 평균) 기 강제

력의 차를 입력조건으로 구성하 다. 이후 기 실험의 분 100년째 해양 상태를 기장으로 

하여 각 모형(GFDL CM2.1 MPI ECHAM5, MIROC hires)의 기강제력을 용하여 지구 

해양-해빙모형을 60년간 분하 다. GFDL CM2.1 기강제력을 용한 경우 2050년 미래 해

수면은   지구 평균 6.2 cm의 상승(상승률 1.12 mm/yr)을 보이며 북태평양 평균 5.9 cm의 

상승(상승률 1.07mm/yr)을 보 다. MPI ECHAM5의 경우  지구 평균 18 cm의 상승(상승률 

3.25 mm/yr)을 보이며 북태평양 평균 17.3cm 의 상승(상승률 3.15 mm/yr)을 보 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GFDL CM2.1과 MPI ECHAM5의 모형 모두 일본 동쪽 쿠로시오 확장역과 북태평양 

아열  해역에서 해수면이 더 높게 상승하 다. 반 으로 MPI ECHAM5에서 GFDL CM2.1

보다 높은 해수면 상승을 보이지만 일본 동쪽 쿠로시오 확장역 일부와  호주 동쪽 해역에서

는 GFDL CM2.1이 더 높게 모의되었다. 본 실험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해역 별 해수면 상승

을 비교하기 해 향후 MIROC hires 모형 결과  다른 해수면 모의결과와 함께 비교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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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밴드 PALSAR 상을 활용한 한반도 주변해 고해상도 

해상풍․ 랑 산출  정확도 분석
1김태성, 2박경애

1서울 학교 과학교육과, 2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L밴드 PALSAR 상을 활용하여 한반도 주변해의 해상풍, 랑 변수들을 산출하고 정확도

를 분석하 다. 인공 성 SAR 센서는 기존 성 측 자료에 비해 고해상도 해양변수 산출이 

가능하여 연안 지역, 소규모 해양 상 이해 등 다방면으로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산출된 

SAR 해상풍을 해양 부이 자료와 비교한 결과 1 m/s 이하의 오차를 보 으며, 랑의 경우 해

양 상태에 따라 편차가 큰 오차 범 를 나타냈다. 산출된 SAR 해양변수들은 각각 입력 바람 

정보, 용 알고리즘, 풍속 범  등에 따른 오차 특성을 보 으며, 특히 SAR 해상풍은 풍향과 

입사각에 한 특징 인 의존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L밴드 SAR 산출 해양변수를 활용한 한반

도 주변해 특성 연구를 해서는 이러한 잠재  오차 요인들에 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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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수직구조의 정량화를 통한 수온약층의 공간분포 특성

윤동 ․최 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우리나라와 같은 도 해역에서는 계 에 따른 수온의 변화로 인해 수온의 수직구조 형태가 

다양한 특성을 보임에 따라 수온약층을 정량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최근 수온수직구조를 정량화하는 수온약층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1)한바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하계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수온약층 라미터를 추출하고 

각 라미터별 공간분포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실험 상 자료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 

200개 정 에서 측된 표 수심층의 정선해양 수온 측자료(국립수산과학원) 이며, 수심층의 

간격이 넓어 수온수직구조를 정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간법을 사용하여 수심 1m 간격의 

수온자료를 제작하 다. 이 자료를 수온약층 추출 알고리즘에 용하여 수온수직구조를 표하

는 10가지 라미터(표층수온, 수온약층 윗 의 수심과 수온, 수온약층 아래 의 수심과 수온, 

수온약층의 두께, 최  수온구배, 최  수온구배가 형성되는 지 에서의 수심과 수온, 수온약층

의 윗 과 아래 의 온도차)를 추출하여 각 라미터의 공간분포 지도를 제작하 다. 한, 지

역특성을 구분하고 지역별 라미터의 시계열  변화양상도 악하 다.

 

1. 윤동 , 최 우. 한국 남부해역의 수온약층 추출 알고리즘 개발.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4(2), 

pp.265-27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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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양자료 복원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 수온 변동 연구

              

이준수, 한인성, 황재동, 서영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국내 해양 련 기  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국립수산과학원(1921년 설립)은 우리나라 주변해

역에 해 1920년 부터 측을 실시하여 책자의 형태로 해양 측자료  정보를 지속 으로 기록하

다. 한, 1981년부터 한국해양자료센터를 운 하여 국내 해양 측자료의 수집, 리  서비스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책자의 형태로만 보존되어왔던 1960년 이 의 우리나라 연안 

 근해 측 해양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자료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원된 1960년 

이 의 근해 측 정   재의 한국근해 해양 측(정선해양 측) 정 과 일치하는 정 을 선택하여 

장기간의 수온 변동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1960년 이 의 연안정지 측 자료도 복원하여 함께 분석하

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년 말까지 1960년 이 의 정선해양 측  연안정지 측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한국해양자료센터 홈페이지(http://kodc.nfrdi.re.kr)를 통해 제공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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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 국해 표층염분 변동과 엔소 상 성

박태욱
1

, 장찬주
1

, 권민호
1

, 김철호
1

, 나한나
2

, 김 열
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2일본 홋가이도 학 학원 이학부, 
3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황동 국해에서 엘니뇨는 해양의 물리, 생물학  환경에 향을 다. 본 연구는 엔소와 황동

국해 표층염분 간 상 성을 조사하기 해 황동 국해 모사에 을 맞춘 지구 해양순환

모형을 구성하 다. 실험 결과 황동 국해 표층염분 변동이 양자강 유출량 변동과 련성이 높

게 나타났다. 양자강 유출량은 국내륙 양자강 유역에 내리는 강우의 향을 크게 받는데, 

국내륙 강우 변동은 엔소와 련이 있었다. 즉, 겨울철 엘니뇨가 발달한 이후 여름철 국내륙 

강우 증가에 따라 양자강 유출량이 증가하여 황동 국해의 표층염분이 낮아졌다. 엘니뇨 시기

에는 남 국해로부터 유입되는 습기속이 강화되어 국내륙의 강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황동 국해 염분변동에 향을 미치는 엘니뇨는 발생해역에 따라, 태평양 엘니뇨와 동태

평양 엘니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태평양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에 태평양 엘니뇨 발생 때 

보다 국 강우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 양자강 유출량이 증가하여 황동 국해 염분

이 더 낮아졌다. 본 연구는 엔소가 국 강우  양자강 유출량에 향을 주어 황동 국해 염

분 변동을 일으키고, 엘니뇨 타입에 따라 황동 국해 염분변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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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성 클로로필-a 농도 자료의 

합성장 생산 방법 비교

박지은1, 박경애2, 이민선1, 강창근3

1서울 학교 과학교육과
2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3포항공과 학교 해양 학원

성 클로로필-a 농도 자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양의 시·공간  변동성 연구를 

하여 리 이용되었다. 해양 생태계에 기후변화가 끼치는 향을 이해하기 해

서 성 클로로필-a 농도 자료의 정확성은 더욱 요해졌으며 탄소의 순환과 생지

화학  과정에 한 요한 정보로 해색 자료가 강조되고 있다. NASA’s Goddard 

Space Flight Center (GSFC)의 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 (DAAC)에서는 

level-2 일 Global Area Coverage (GAC, 4.5km) 자료와 Local Area Coverage 

(LAC, 1km) 자료, 그리고 level-3 자료를 생산한다. level-3 자료는 9 x 9 km
2

 해

상도로 level-2 자료로 부터 1일, 8일, 1달 혹은 1년 길이의 자료로 합성된다. 

level-3 자료를 합성하기 해서 단순산술평균(simple average), 기하평균(geometric 

mean), 최 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가 평균(weighted average)

과 같은 다양한 합성 방법이 용된다. 본 연구의 목 은 스펙클을 제거하고, 

level-3 클로로필-a 농도 월 자료를 생산하기 해 다양한 합성장 계산 방법들을 

용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클로로필-a 농도 자료의 지역  특성에 맞는 한 

방법의 선택을 논의하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rresponding author: jieu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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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성자료(COMS, MTSAT)를 활용한 

해수면온도 산출 

이은
1

, 박경애
2

, 이정림
3

1
서울 학교 과학교육과 (eunyounglee@snu.ac.kr)

2
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3
기상청 국가기상 성센터 성기획과

  해수면온도는 해양- 기 상호작용의 요한 요소 의 하나로, 기상 보  기후 측에 있

어서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실측 해수면온도 자료 수집의 시공간  한계를 극복하기 해

서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성 해수면온도 자료 산출이 수행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생산 가능한 이 성산출물들은 활용되기에 앞서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자료를 활용하여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부터 활용하던 MTSAT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 자료를 활용하여서도 해수면온도를 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두 정지 성자료로부터 산출한 해수면온도 자료를 상호비교 분석하여,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정지 성자료의 해양분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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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칼만 필터(EnKF)에 모델의 에러를 고려하여 

자료동화한 황해 해양순환 모델

권경만, 최병주, 이상호, 서 호1

군산 학교 해양학과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1

 황해의 실시간 해양순환 모델(ROMS)을 앙상블 칼만 필터(EnKF)기법으로 해양 측자료를 동

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앙상블 멤버의 결과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앙상블 발산(ensemble 

divergence)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측정확도를 높이고자하는 연구이다. 해양수치모델은 

NOAA AVHRR 표층수온 자료를 하루에 한 번씩 동화하 다. 앙상블의 수는 30개이며 각각 

서로 다른 기장을 사용하 고, 한 각 멤버들의 성계수, 투과 계수(water type), 바람 

외력장을 다르게 사용하여 서로 다른 모델에러를 갖는 multi-model ensemble를 만들었다. 모

델의 에러를 고려하는 앙상블에서 각 멤버의 모델에러가 시간에 따라 고정된 경우와 각 멤버

의 모델에러가 하루에 한 번씩 무작 로 변화하는 경우로 나 어 자료동화를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하 다.

 기상청 부이 측 수온을 RMSE와 bias를 구하여 비교하 을 때 모델 에러를 고려하지 않고 

자료동화 결과보다 모델의 에러를 고려하여 자료동화한 경우가 측 자료와 더 유사하 다. 그

러나 모델의 에러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도록 용시킨 경우와 하루에 한 번씩 무작 로 

변화시킨 실험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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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ic 효과를 직  고려하는 MOM4 모형을 이용한 

지구온난화에 의한 쿠로시오 수송량 변화 측

임채욱*, 김동훈**, 우승범* 

*인하 학교 해양과학과, **연세 학교 기과학과 지구환경연구소

  이 연구에서는 해수 체  변화를 직  고려하기 하여 Boussinesq근사를 사용하지 않는 

MOM(Modular Ocean Model) version4 지구 해양 순환모형을 지역모형화하여 사용하 다. 

기치와 경계치 자료들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공하는 

CM2.1, MIROC3.2, HadCM3의 자료를 사용하 고, 지구온난화 시나리오는 SRES(Special 

Repor on Emission Scenarios) A1B와 B1을 선택하 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을 

연구지역으로, 해상도를 높여 해안선이 복잡한 황해 등을 자세히 표 하 고, ReMOM이라 명

명하 다.

  SRES A1B의 경우 2100년에는 2000년에 비하여 온도/해수면은 약 3℃/35cm 상승하고, 

SRES B1은 약 2℃/27cm상승하 다. 북서태평양의 주요 해류  하나인 쿠로시오 해류는 지

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송량이 어드는 경향을 보 다. 모형별 차이는 있었으나 100년 

후에 약 4~5 SV 정도의 수송량이 어들었다. 수송량이 감소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이로 인해 알베도가 감소되어 열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도와의 온도 경도가 어들기 때문이다. 도 방향의 온도 경도 감소는 곧 도 방향의 해류 

순환 약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쿠로시오 해류와는 다르게 한해 을 통과하는 마난류의 수

송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난세이 제도의 내측보다 외측인 태평양의 해

수면 높이가 높아져서 지형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마난류의 수송량 감소를 지하기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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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염하수로의 주 수로방향 염분 분포 특성

윤병일
1

, 이동환
2

, 김종욱
1

, 구본호
1

, 임채욱
1

, 우승범
1

1
인하 학교 해양과학과, 

2
지오시스템리서치

서해 부 연안에 치한 경기만 해역은 조기 조차가 8m에 이르는 조차 연안으로 잘 알

려져 있다. 경기만 한강하구역의 해수순환은 3개의 강에서 유입되는 담수와 해수가 3개의 주 

수로에서 혼합되기 때문에 독특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강하구 염하수로의 염분분포 

특성을 연구하기 해서 ·소조기 각각 13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주 수로의 10개 지 에

서 염분 측을 수행하 다. 측결과 ·소조기 염하수로의 염분분포는 조석의 크기에 따라서 

완 혼합 는 부분혼합 형태의 분포를 보이며, 조기에 비하여 소조기의 성층 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조 때 해수는 기 형태로 유입되며, 낙조에 비하여 수직성층 정도가 강하게 나타

났다. 염하수로의 주 수로방향의 염분분포는 조석 외력의 강도에 따라서 시공간 으로 독특한 

특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류의 흐름은 하구 내의 물질순환 흐름에 큰 향을 미

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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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Radar를 이용한 한해  랑 측

김
1

, 유학렬
2

, 황창수
2

, 문홍배
1

1오션테크(주), 2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이 2011년부터 한해  주변에 운 하고 있는 HF Radar의 고

자료에 한 신뢰성을 알아보기 해 가덕도에서 남측으로 약 25 km 떨어진 기상

청 거제도부이자료와 비교하 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시간 고자료와 비교하기 

해 HF Radar에서 산출되는 10분 자료를 평균하여 매 시간 정시자료로 추출하

다. 두 자료 모두 2012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측한 자료를 사용하 으며 이 기간

에는 두 번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 다. 두 고자료의 상 성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에는 두 장비 모두 유의 고가 6 m이상 측

되었으며 그 시기에 HF Radar에서 측한 고자료가 기상청 고자료보다 평균 

약 1 m 높게 측되었다. 태풍 등으로 인해 고가 극히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체 인 기간 동안 한해  주변에 설치된 HF Radar 고자료는 높은 신뢰성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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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3일에 발생한 이상 고 랑 연구

Abnormal storm wav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on 3 April 2012

허기 , 기천, 정진용, 최정운, 권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2012년 4월 2일에 국에서 발생한 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여 동해안에서 폭탄 기압 

(bomb cyclone or explosive cyclone)으로 발달하 다. 폭탄 기압은 일반 으로 24시간 동안 

어도 24 hPa의 비율로 심기압이 낮아지며 발달하는 기압으로 정의된다. 이 기압은 강

풍과 폭우를 동반하 으며, 연안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 기압이 통과하면서 최 풍속은 

21 m/s를 기록하 고, 심 최 기압은 965 hPa을 기록하 다. 4월 3일에 기압이 빠르게 발

달하면서 강풍으로 인한 이상고 가 발생하 으며, 13시에서 19시 사이에 최  고  주기가 

칠발도 부이에서 11.1 m (9.1 s), 마라도에서 12.0 m (9.1 s), 울릉도에서 13.7 m (5.8 s)를 기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4월에 발생한 폭탄 기압의 형성 원인  발달 조건과 이 기압이 

이상 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기상모델로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모델을 사용하 고, 랑 모델로 open ocean wave model (WAM)을 사용

하 다. 분석 결과 기압은 주로 류에 의한 잠열방출과 상층의 리 기압 (cut-off low)으

로 인해 크게 발달하 다. 일반 으로 동해에서 발달하는 폭탄 기압의 경우 지표의 열속이 

기압의 발달에 주로 향을 미치지만, 이 기압의 경우는 지표열속의 효과가 기압의 발달

을 억제하 다. 48시간의 측시간 동안 잠열방출, 지표열속, 잠열방출-지표열속의 시 지효과

는 각각 기압이 발달하는데 40.6%, -8.2%, 10.5% 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열방

출  지표열속과 상 없는 규모 배경장의 효과는 57.1% 다. 한 WAM 모델에서 측된 

랑과 기상청 부이의 랑 자료와 비교하 다. 유의 고의 크기는 해상풍 크기와 함께 기압

의 심 치에 향을 받는다. WAM 모델에서 측된 유의 고는 기상청 5개 부이에서 측

된 유의 고와 비교했을 때 48시간의 측시간 동안 RMSE가  0.8 m, 상 계수가 0.9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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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A부이 측자료에 의한 2011년～2012년

이어도남부해역의 물리  특성

김국진1, 허룡2, 황창수2, 이제신1

1(주) 략해양, 2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남부해역의 해황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운용한 KOGA부이들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로부터 획득한 실시간  비실시간 자료를 분

석하 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

시계열 분석결과 수온, 기온, 기압과 같은 부분의 측 항목들은 강한 계 변화 양상을 나타

냈으나, 유의 고의 경우 계 변동보다는 태풍이나 혹은 기압과 같은 특정 시기의 이벤트

인 상에 더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간 조 자료로부터 주요 8개 분조의 조화상수를 산정하 으며, 이를 측정 에 가장 인

한 기존의 NAO.99Jb(Matsumoto et. al., 2000) 자료와 비교한 결과 반 으로 모든 분조의 

진폭과 지각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회수된 ADCP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어도남부

해역에서는 조류가 원형의 회 운동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속은 부분의 수층에서 25∼50 

cm/s의 구간이 가장 높은 출 율을 보 으며, 유향은 측정 에 따라 다르지만 체로 북∼

북북서, 북∼북북동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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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일시정지에 의한 고리 주변 해역의

수온변화 수치실험

김국진1, 양지 1, 문형태2, 변주 2, 최휴창2, 강 승1, 김 승1, 채 기1

1(주) 략해양, 2한국수력원자력(주)

원  일시정지에 따른 주변 해역의 해수온도 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측하기 

하여 2011년 추계와 2012년 동계에 고리 원  주변 해역의 해양물리 조사와 일시정지 시나리

오별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해양물리 조사는 고리 원 의 계획 방정비 기간에 맞추어 원  일시정지 부터 재가동 후까

지의 연속수온 측과 더불어 일시정지  재가동을 후로 CTD를 이용한 수온·염분 공간분

포 조사를 수행하 다. 수치실험은 3차원 EFDC 모델을 사용하 으며 최소 50m, 최  1000m

의 직교곡선 가변격자체계를 용하여 고리 원  인근의 해역을 상세히 모의할 수 있도록 격

자를 구성하 다. 

수치실험의 결과로 각 시나리오별 원  일시정지 후 1℃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배출구로

부터의 거리  원  일시정지 20일 후의 수온변화 등이 정량 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들 결과

는 동·식물 랑크톤, 어류  서동물 등의 생리실험 기 자료로써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해

양생태계의 향 분석에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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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환북극해(Pan-Arctic) 해빙 시뮬 이션

권미옥, 이호진

한국해양 학교 해양생명환경학과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해양-해빙 합 모델을 이용하여 최근 34년간의 환북극해 해빙 분포를 

재 하고 북극해 해빙의 경년변동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양 모델은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ROMS, version 3.5)을 이용하 으며 해빙 모델은 Hunke and Dukowicz (1997)와 

Hunke (2001)의 해빙 동역학  Mellor and kantha (1989)의 해빙 열역학을 이용해 계산하

다.

  모델 역은 북극해와 베링해, 북 서양 해역의 일부을 포함한다. 수심 자료는 International 

Bathymetric Chart of Arctic Ocean (IBCAO version 3.0, Jakobsson et al., 2012) 자료를 이용

하 다. 수평 격자는 곡선 좌표계를 이용해 구성하 으며, 약 11-13 km의 해상도를 가진다. 연

직 방향으로는 S-좌표계를 사용하 으며 총 50개의 층으로 구성하 다. 기 수온  염분은 

Polar science center Hydrographic Climatology (PHC, Steele et al., 2001) 자료  1월 자료

를 이용해 내삽 하 으며 기 해빙 농도는 Hadley Center에서 제공하는 Hadley Centre 

Global Sea Ice and Sea Surface Temperature (HadISST) 자료  1979년 1월 자료를 이용하

다. 기강제력은 0.75° 간격의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RA interim 자료를 이용하 으며, 3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입력하 다. 개방 경계

역의 수온, 염분, 유속  해수면 높이 자료는 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SODA, 

version 2.2.4) 자료를 장기간 평균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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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y of seasonal sea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 in the sea around Korean peninsula

곽 1, 조양기1, 김 국1, 유승 2, 서장원2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1, 기상청 해양기상과2

Sea Surface Temperature(S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variability of climate and 

weather. Exact SST is crucial to improve accuracy of weather forecast. Asymmetry of 

seasonal SST variation and its causes have not been documented, compared with the 

studies of air temperature. The difference of satellite SST from the in situ SST in 

asymmetry of seasonal variation is significant in the coastal area. 

Satellite SST and in situ SST observed by vessel, buoy and tidal stations for 5 

years from 2006 to 2010 were analyzed in the sea around Korean Peninsula. OSTIA 

(Operational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Analysis) datasets were used as a 

satellite observed SST. 4 Buoys of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 tidal 

stations of KHOA (Korean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and bimonthly 

data surveyed by NFRDI (National Fisheries Research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 

were used.  ECMWF (The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interim 

2m temperature datasets were used as an air temperature.

To show differences between increasing and decreasing rate of temperature, the 

ratio of days of increasing temperature trend to total days was used. In air temperature 

case, the ratio was more than 0.5 in the whole research area, which means warming is 

gradual and cooling is rapid. However, in case of SST, cooling is gradual except some 

coastal regions. It implies there are asymmetric structure between increment and decrement 

of temperature. Harmonic analysis resolves well annual and semiannual variation of SST in 

amplitude and phases. Asymmetry of seasonal SST variation was quantified by calculating 

ratio of semiannual amplitude to annual amplitude. The ratio of SST varies from 0 to 0.25, 

whereas that of air temperature is around 0.1 in whole research area. The amplitude and 

phase of satellite SST in annual variation are similar to those of in situ SST. However, 

there is remarkable difference of semiannual phase between the satellite and in situ SST in 

coastal area. There is also large difference between satellite SST and in situ SST in the 

amplitude ratio of the semiannual to the annual along the coast.

There are several potential causes such as Heat flux, wind, water depth, which can 

affect asymmetric seasonal SST variation. The causes of asymmetric variation will be 

investigated in further work. It is expected to explain why there is large difference of 

asymmetry between the satellite SST and in situ SST in the coas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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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동북아시아 해양순환 측시스템 개선에 한 연구

- 최 내삽법을 이용한 성 측 해수면 온도 자료동화 효과

김지혜
1

, 엄 민
2

, 장필훈
1

, 강기룡
1

, 최 진
1

1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2
기상청 해양기상과

  국립기상연구소는 2012년부터 동북아시아 해양순환 측시스템을 시험운 하고 있다. 본 

측시스템은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며 역은 경도 115∼

150도, 도 20∼50도이며 수평 으로 약 8 km의 해상도를 가지고 수직 으로는 20개의 층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1회씩 00 UTC에 본 시스템이 72시간 측을 수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해양순환 측시스템은 해양의 계  변동은 잘 모의하고는 있으나 국지 으로 

큰 BIAS가 존재함에 따라 본 시스템의 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측자료를 이용한 자

료동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 으로 최 의 가 치를 계산하여 통계  오

차 공분산을 추정하는 최 내삽법을 이용하여 자료동화를 수행하 다. 최 내삽법 수행 시 사

용한 성 측 해수면 수온자료는 동아시아 지역 고해상도 다 센서 성 해수면온도 합성장

이다. 이 합성장은 5개의 정지  극궤도 성에 탐재된 외 센서로부터 산출된 해수면 온도

를 합성한 자료로써 5 km 공간해상도를 가진 일 평균 자료이다. 합성장의 생산 알고리즘  

검증은 Kim et al. (2011)에 설명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 내삽법 용 ·후의 해양순환모델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 내삽법

을 용한 동북아시아 해양순환 측시스템의 측 성능을 살펴보았다. 측시간별 2011년 9월 

RMSE를 분석한 결과, 자료동화를 수행하 을 때 표층수온의 측 성능이 향상됨을 보 다. 

측시간별로 살펴보면 기(24h)에 측 성능이 가장 높았으며 측시간이 지날수록 RMSE가 

증가하여 자료동화 수행 의 측 패턴과 비슷해짐을 보 다. 해역별로는 황해에서의 RMSE

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으나 자료동화 수행 후 향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동해

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RMSE가 낮고 자료동화 수행 후의 측 향상이 크지 않았다. 동 국

해의 경우 9월 , 반까지는 자료동화 수행 ·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9월 후반으로 갈

수록 자료동화를 수행한 후의 측 성능이 향상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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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료 3차원 표출기술 개발

임병환, 조형 , 최 진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최근 컴퓨터 성능  가시화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 기상 련 연구소들이 자체 으로 

가시화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3차원 표출시스템은 기상, 기후, 지진, 해양,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기상연구소는 연구결과들을 효율

으로 표출할 수 있는 지구환경 3차원 가시화시스템 (지구ON) 개발 사업을 3년 (2011-2013) 

계획으로 추진 이다.

지구ON은 컴퓨터와 로젝터 4 를 사용하여 구체 에 지구환경 자료를 표출하는 3차원 

형 과학  가시화시스템이며, 지구ON에서 지원하는 자료 형식은 JPEG, PNG, GIF 등의 이

미지와 동 상 일이다. 이미지는 Equatorial Cylindrical Equidistant (ECE) 투 법으로 제작

된 것을 사용하며, 가로 세로 비율이 2:1인 직사각형 이미지이다. 입력자료는 경계선  경계 

부근에 빈 공간이 없이 표출하고자 하는 이미지만으로 채워져야 한다.

2012년에는 직경 173cm의 구체를 이용하여 상설 시를 한 표 모델을 기상청에 설치하여 

시험운  이며, 30여 회의 시연을 통하여 약 40,000여명이 람을 하 다. 아울러 원활한 사

업 추진  지 재산권 확보를 하여 국내 특허를 출원하 고, 2012년 1월에 특허가 등록되었

다. 그리고 2012년 6월에는 PCT 국제특허도 출원하 다.

본 사업을 통하여 해양을 포함한 지구의 역동 인 자연 상들을 3차원 가시화함으로써 직

이면서 흥미로운 방법으로 연구결과들을 표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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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depth velocity sections in the Ulleung 

Basin measured using LADCP

신재암, 장경일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LADCP (Lowered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is a useful way to 

measure full-depth velocity profiles with high vertical resolution and 

mobility, in spite of complex post-processing methods to minimize errors 

from various sources. To understand spatial current structure, full-depth 

velocity profiles were obtained using a LADCP package in the Ulleung 

Basin in August 2009, March 2012, October 2012 and March 2013. The 

LADCP package consists of monitor-type 300 kHz up- and 

down-lookers and a battery pack. The latest LDEO XI software was 

used together with auxiliary data such as ship ADCP (SADCP) and GPS 

data for post-processing. Progress was made in analyzing and acquiring 

LADCP data to reduce velocity standard deviation such as filtering out 

data from a bad beam, obtaining more profiles from near-surface and 

bottom, and determining an optimal combination among GPS, SADCP, 

up- and down-looker data from each station. Surface currents calculated 

by satellite altimeter data and other mooring data are used for validation 

of processed LADCP data. Geostrophic velocities and transports from 

CTD data are also compared with directly measured velocities and 

transports using LA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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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연구소 국제 ARGO 공동연구

 추진 황  계획

              

조형 . 혜원, 임병환, 장필훈, 김 아, 강기룡, 최 진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2000년부터 시작된 국제 ARGO(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공동연구 

로그램은 세계기상기구(WMO)와 국가 간 해양과학 원회(IOC)의 기후/해양 측시스템

(GCOS/COOS)과 기후변동  측실험(CLIVAR), 지구 해양 자료동화 실험(GODAE)과 함

께 시․공간 인 해양의 수온, 염분, 해류의 실시간 감시  체계 인 측을 해 시작되었다.

  20여개 참여국이 매년 일정량을 투하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재 3,566기의 ARGO 로트가 

지구 해양에서 측 수행 이다. 국립기상연구소는 2001년부터 본 공동연구에 참여해왔으며, 

무인해양기후 측기인 ARGO 로트를 동해와 북서태평양에 매년 10-15기를 투하하여 2012년

까지 153기를 투하하 다. 3-5년인 로트수명에 따라 재 54기(동해 32기, 북서태평양 22기)

가 측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ARGO 공동연구를 통해 매월 10,000개 이상의 표층으로부터 2,000 

dbar 깊이의 수온  염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을 기 으로 1,000,000개의 측자료를 생

산하는 등 재까지 례가 없는 방 한 양의 해양 측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

도 매년 2,000개가 넘는 자료를 생산․제공하고 있다.  한, 국립기상연구소는 국제공인 지역 자료

센터(RDAC, Regional Data Aseembly Center)를 운 하여, ARGO 로트로부터 수집된 자료

를 실시간 품질 리 처리하여 GTS 송  지구 ARGO 자료센터(GDAC)로 보내고 있다. 

실시간 품질 리 이외에도 장기 측으로 인한 염분자료의 보정을 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으로 지연모드 품질 리를 수행하여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연구를 하고 있다. 품질 리 된 자료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운 하는ARGO 홈페이지

(http://argo.nimr.go.kr)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ARGO 로트 자료를 이용

하여 동해  북서태평양 해양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태풍 통과 시 해양반응, 수치모

델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발표에서는 ARGO 로트 운   자료 분배 황, 2012년 

투하 로트 동향, 동해 수온 모니터링 등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에 해 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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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층냉수 남쪽 한계의 연변화와 원인

양희원, 조양기, 서 호

서울 학교 해양학과

황해 층냉수(YSBCW)는 여름철 해수 표면의 가열로 형성되는 수온약층 아래 존재하

는 수온 10℃ 이하 수괴를 말한다. 해수의 온도는 해양생태계에 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분포와 

변화가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황해 층냉수의 남쪽 한계에 하여 정의 하고, 남쪽 한계의 

연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하여 살펴보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서해의 정선 측 자료  가장 외해 정 (10번)을 1981

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하 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황해의 수온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겨울철 기온과 여름철 바람으로 설정하 다. 기온과 바람 등 기자료는 ECMWF의 자료를 분

석하 다. 측 자료에서 가장 북쪽 측선인 307 측선으로부터 75m 수심의 10℃ 등온선 남

쪽 치를 황해 층냉수의 남쪽 한계로 정의 하 다.  30년 동안 남쪽한계는 1984년에 가장 

남쪽(307 측선으로부터 남쪽으로 422.5km), 1991년에 가장 북쪽(307 측선으로부터 남쪽으

로 146.3km) 지 에 나타나는 등 큰 연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모델을 수행한 결과 

층냉수의 남하거리는 측값과 변화 양상이 유사하게 재 되었다.

앞선 연구들에서 밝 진 기 조건들과 층냉수 남쪽한계의 상 계는 측값

(r=0.491)과 모델 결과(r=0.528) 모두 겨울철 기온이 가장 좋았다. 8월과 6월의 남쪽 한계를 분

석한 결과 측 값과 모델결과에서 특정해 8월 남쪽한계가 6월 남쪽 한계보다 남하한 것을 발

견했다. 이 두 달 동안 남쪽한계 차이를 여름철 바람과 비교한 결과 여름철 바람이 셀수록 8월 

남쪽한계가 남쪽에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겨울철 바람의 경우, 겨울철 기온과 높은 상

계를 보여 독립 으로 층냉수와의 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밝 진 기변화 요인 이외에  년도 층수의 환경이 당해 층수 남쪽 한계

에 향을  것이라 가정하 다. 여름철 성층이 남아있는 년도 10월 공간 평균된 층수온

과 남쪽한계를 비교해 보았다. 모델 결과와 측값 모두 년도 평균 수온이 낮을수록 당해 8

월 남쪽한계가 더욱 남쪽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측값 r=0.345, 모델결과 r=0.380). 따

라서 겨울철 기가 황해에 향을 주기  해의 층냉수의 수온은 다음해 여름 층냉수의 

수온과 분포에 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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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측시스템의 기상입력자료 생산을 한

UM/WRF 모델 측성능 평가

Evaluation of forecast skill from UM and WRF models 

for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KOOS)

정상훈, 허기 , 최정운, 박 순, 권재일, 조경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해상풍, 기압, 기온 등의 기상 요소는 해류, 랑 등의 해양 물리 상을 조 하는 요한 인

자  하나이며 해양수치모델에서 다양한 해양 상들을 측하기 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기

상청에서는 2010년부터 UM (Unified Model)을 업 운 하고 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인 해양 측시스템 (KOOS: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에서는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GFS (Global Forecast System) 자료를 기

조건으로 사용하는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을 사용하여 해양모델의 

기상입력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기상 측 모델들의 측성능 평가를 통해 

모델의 정확성  신뢰성을 상호 비교하 다. 모델 스킬평가에 사용된 측 자료는 기상청에서 

운용 인 실시간 해양 측부이 9개소에서 생산된 자료이며 본 연구에는 2011년 1월부터 2012

년 12월까지 총 2년간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스킬평가에 사용된 통계량은 bias, RMSE. 

RMSE%, correlation coef. RMSVE, RMSF 등이며 측자료-모델, 모델-모델 사이의 시·공간

 분석, scalar와 vector성분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두 모델 모두 신뢰할 만한 

측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WRF 모델보다 기상청에서 운 인 UM 모델의 측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UM 모델은 기상청에서 측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자

료동화를 수행한 결과이며, WRF는 GFS의 기장만으로 산출된 것에 의한 차이로 사료된다.  

재 기상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UM 모델 자료는 3시간 간격의 측자료이므로, 해양 측시스

템이 필요로 하는 1시간 간격의 측자료 생산과 연안의 국지 인 상 분석을 해서 향후 

연구로 UM 모델결과를 기장으로 사용한 WRF 모델 결과, 그리고 WRF 모델에 자료동화를 

용한 경우에 한 측성능의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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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추  실험을 이용한 섬진강 하천수의 거동 특성 분석

김백진
1

, 노 재, 정 , 박 순
2

1
충남 학교 해양학과,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만 권역의 순환 구조는 섬진강 하천수의 유입과 조석에 따라 변화한다. 섬진강 하천수의 

유입은 양만 권역에서 도 변화를 야기하여 순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특히 섬진강 하구역

은 시기별로 유입되는 하천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순환 구조의 변화에 의해 권역 내

로 유입된 하천수와 오염물 등의 거동 양상이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라그랑지안 입자 

추 법을 이용한 수치모델링 실험을 수행하여, 양만 권역으로 유입된 섬진강 하천수의 거동 

특성을 연구하 다. 수치모델링 실험은 기존에 수행하 던 김 등(2011)의 연구와 동일한 기 

조건을 부여하 다. 섬진강 하천수의 유입은 3가지의 가상 방류 조건으로 각각 평수기(120 

cms), 갈수기(30 cms), 홍수기(400 cms)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추  실험을 해 

각 조건별로 200개의 입자를 부과했고, 각 조건별 입자 거동 양상, 빈도 분포, 이동 거리  시

간 등을 분석하여 섬진강 하천수의 거동 특성을 유추하 다. 그 결과 체 입자  여수수로를 

통과한 입자의 수는 평수기시 약 70%, 갈수기 80%, 홍수기 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진강 

하천수의 유입량이 증가 할수록 노량수로를 통해 진주만으로 유입되는 섬진강 하천수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본 연구를 통해 양만 권역 내의 오염물과 생물 유생의 이동 등을 

상할 수 있으며, 이는 양만 권역의 생태계 보존을 해 요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1) 김백진, 노 재, 정 , 박 순, 2011. 남해 양만 권역의 하계 하천수 유입에 따른 도류 수치모델링 실험. 한국

해양학회 추계학술 회 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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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a tropical cyclone landing on 

southern China and development of cyclonic 

disturbance in eastern China which induces heavy 

rainf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정춘용1, 이태 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2연세 학교 기과학과

  The Korean Peninsula is under the influence of complexity and variety of synoptic 

systems because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Two or three tropical cyclones (TC) have 

direct influences over the Korean Peninsula every year. Especially, TCs moving northward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weather over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synoptic environment. Occasionally, a trough extended from inland China to the 

Yellow Sea induces development of heavy rainfall in the Korean Peninsula when a TC 

lands on southern China. In this case, the TC appears to impact the development of a 

trough and heavy rainf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C landing on southern China and the development of cyclonic disturbance in eastern 

China has not been understood well. In this study, synoptic charts and reanalysis data for 

a heavy rainfall case in Korea on 21 September 2010 were us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C and development of cyclonic disturbance. Additionally, numerical 

simulation with WRF has been carried out. An observation-based analysis presents that 

the trough, extended from inland China to the Shandong Peninsula during tropical cyclone 

‘FANAPI’ landfall on the southern China, induced heavy rainf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trough development mainly depends on warm advection, latent heating, and horizontal 

wind shear. Results from numerical experiments indicated that, although the effect of the 

TC on the trough development was insignificant, the TC contributed to the heavy rainf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se interactions with the synopt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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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balance of Greenland ice sheet 

according to modification of topography

  

              
이지연, 안순일

연세 학교 기과학과

 본 연구에서는 Fast Ocean Atmosphere Model (FOAM)을 이용하여, 륙빙 (continental ice 

sheet)의 높이 변화에 따른 그린란드 빙하의 안정도를 분석하 다. 즉, 재의 그린란드 륙빙

하의 경우를 기  실험 (Topo100)으로 두고, 류빙의 고도를 선형 으로 낮추면서 모형의 민

감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  원 륙빙하의 고도의 75% (Topo75), 50% (Topo50), 

25% (Topo25)로 이는 실험을 수행했으며, 이 때 나타난 빙하의 생성과 감소율을 구하 다. 

 그린란드 륙빙하의 고도가 낮아질수록 월평균 지표면 온도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 으며, 

Topo100와 Topo25의 차이는 2월에 최  (4.52℃), 8월에 최소 (0.15℃)로 나타났다. 한 지형

별로 총 강수 에서 강설로 변환되는 비율을 구해보면,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월의 

Topo100일 때 99.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가장 낮았던 때는 7월의 Topo25일 때 54%로 분석

되었다. 한 9월의 Topo100와 Topo25가 약 13%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린란드에서는 겨울철에 강수가 으로 변환되는 비율이 높지만 총 강수량은 여름철에 

히 많기 때문에 결과 으로는 그린란드의 강설량은 4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2mm/day이상). 에서 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녹은 의 양과 쌓인 의 양을 각

각 구해서 원래의 그린란드지형과 변형된 지형들을 비교해본 결과, 지형의 높이가 어들수록 

강설량은 어들고, 녹은 의 양은 증가하 다. 하지만 모든 지형에서 녹은 의 양보다 강설

량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래의 그린란드 지형과 변형된 지형들의 1년 동안 된 

총 강설량과 녹은 의 양의 차이는 Topo100가 가장 컸으며, 그 양은 그린란드 지형의 높이가 

어들면서 어지는 경향을 보 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린란드에서는 녹은 의 

양보다 강설량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강설량은 그린란드지형 높이가 어들면서 

negative accumulations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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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Tsushima Warm Current and their 

impacts in coupled climate models 

              

A-Ra Choi, Young-Gyu Park,
 

Hui Jin Choi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Research Division, KIOS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change in the Tsushima Warm Current (TWC) under 

the global warming scenario RCP 4.5 using results from the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s (WCR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 (CMIP5). 

Among the four models analysed during the 20th Century in CSIRO-Mk3.6.0 and 

HadGEM2-CC the transports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were 2.8 Sv and 2.1 

Sv, respectively, and comparable to observed transport, which is between 2.4 and 

2.8 Sv. In other two models the transports were much greater or smaller than the 

observed estimates. With the two models that reproduced the transport of the 

Tsushima Warm Current properly we investigated the response of the current under 

the global warming scenario. In both model the volume transports and the 

temperature were greater in the future climate. Warm advection into the East Sea 

was intensified to raise the temperature although heat loss to the air was inten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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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P5 기후모델의 북태평양 아열 환류의 특성

            

박 규1, 김혜라2, 백규남1,3, 서성 1,3, 신혜경1, 이기웅2, 이동원1, 임형규1, 

장혜 2, 찬형1, 최아라1, 최희진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2한양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3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해양환경시스템과학

CMIP5(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5)의 기후모델이 재 한 도 북태평

양 아열 환류의 특성을 Sverdrup 수송과 Barotropic stream func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20세기 과거모의 시험(Historical Run)에서 아열  환류와 아극  환류의 경계는 북  40°∼

45° 사이에서 나타났다. 앙상블 평균된 Sverdrup 수송의 최 값은 약 50 Sv으로 재분석 바람

(NCEP Reanalysis)을 이용하여 얻은 Sverdrup 수송의 최 값과 유사하여 모델이 재 한 바

람응력의 와도가 측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앙상블 평균된 Barotropic stream function의 

최 값은 약 50 Sv으로 Sverdrup 수송의 최 값과 유사하여, 해양의 수평순환이 바람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나인 RCP 4.의 결과도 분석하여 기후변

화에 따른 순환의 변화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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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cific meridional mode 

and occurrence of El Nino

임슬희, 안순일

연세 학교 기과학과

   태평양에서 발생되는 Meridional Mode (MM)은 철에 도 북쪽에서 나타나는 상으로 

남북방향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경도와 그와 연 된 바람장으로 정의된다. MM의 공간 패턴

은 북아메리카 해안가에서부터 도 태평양 앙까지 길게 뻗어 내려오는 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와, 그 남쪽의 음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로 나타난다. 이와 연 된 바람장은 양(음)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지역에서는 남서풍(남동풍)이 불어 무역풍을 약화(강화) 시키며, 남풍계

열의 바람이 ITCZ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선행 연구에서 MM과 

엘니뇨를 연결시키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기존에 잘 알려진 엘니뇨와는 다른 새로운 타입의 엘

니뇨가 MM과 련이 깊을 것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엘니뇨와 MM이 연결되는 자세한 

메커니즘에 해서는 아직 완벽히 이해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측 자료와 결합모형(CGCM) 시뮬 이션 자료로부터 MM과 엘니뇨의 계

를 살펴보았다. 어떤 엘니뇨는 발달단계에서 MM이 나타난 반면, MM을 동반하지 않고 나타나

는 엘니뇨도 있었다. 엘니뇨를 비교  잘 모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결합모형 자료를 사용해 엘

니뇨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 고 엘니뇨와 MM이 발생한 해를 정의해 함께 나타난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발생 빈도에서는 특정 타입의 엘니뇨와 MM의 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MM의 장주기 변동에 따라서는 엘니뇨 유형과 MM의 발생빈도가 달라져 엘니뇨와 

MM의 결합 계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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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발생한 이상 랑 수치실험

Modeling of tsunami-like sea level oscillations 

along the west coast of Korea

조경호1, 최진용1, 박 순1, 상권2, 오유리3, 박 용4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2(주)아라종합기술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본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보 연구본부 

2007년 3월 31일과 2008년 5월 4일에 서해안에서 발생한 이상 랑(해양장 )의 최 고가 

각각 1.6m와 1.4m에 달하여 인근지역 침수범람 피해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2007년 에

서 발생한 이상 랑의 발생원인과 성장과정을 측자료 분석과 수치모델링을 통하여 연구된 

바가 있다 (최 등, 2008; 엄 등, 2012). 2008년 보령에서 발생한 이상 랑 상에 하여 최 등

(2009)이 기상 측 자료를 통해 분석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한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제시된 자료와 분석방법을 토 로, 비구조 격자망 해양모델을 이용하여 2007년과 2008

년에 발생한 이상 랑을 재 하 다. 모델 결과는 2007년 이상 랑의 경우 과소 측된 반면 

2008년 이상 랑의 경우 고의 최  값을 잘 재 하 다. 이러한 검증을 바탕으로 2008년 이

상 랑에 하여 기압 의 scale factor가 고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Proudman 

resonance가 발생하는 조건 하에서는 기압 의 수평  구배가 해양장 를 고를 증폭시키

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기압 의 이동경로  연안의 국지 인 지형변화  수심변화가 

고 증폭에 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단되었다. 한 Proudman resonance 뿐만 아니

라 Greenspan resonance 발생에 의한 증폭 가능성 여부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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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earning-based Classification of Tidal Flats 

in South Korea Using Satellite Remote Sensing

김미애
1

, 임정호
1

, 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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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 학교 도시환경공학부, 

2
남서울 학교 지리정보공학과

Tidal flats are well developed in a range of areas on the west coast of South Korea 

because of high tidal ranges. Types of tidal flats are varied and different by the 

composition of sediments and the topography of tidal flats. As a result, the shape of salt 

marsh environment and coast near flats have different looks. The typical types of tidal 

flats in South Korea are sand, mud, and mixed tidal flats. Most of the tidal flats contains 

all of these compositions. Spectral reflectance on tidal flats is greatly affected by the grain 

size of sediments of flats, water content, an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Accurate 

classification of tidal flats provides information to better estimate carbon sequestration and 

fluxes of the tidal flats. 

This study used multiple remote sensing data including IKONOS, QuickBird, and Landsat 

ETM+ to classify tidal flats in South Korea. Two study sites including Kanghwa tidal flats 

as an open area and the bay of Hampyeong as an closed tidal flat area were selected. 

Both sites contain sand, mud, and mixed tidal flats. Digital Elevation Model (DEM) was 

used to produce topographic features such as elevation, slope, and aspect. Various 

vegetation and water-related indices were also used as input features. Four machine 

learning approaches including C5.0,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s, and optimized 

artificial immune networks were employed to classify the tidal flats. Comparison of 

machine learning approaches between the study sites in terms of performance was 

investigated. Important features for tidal flat classification were also examined for the 

rule-based machine learning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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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of wave simulations for typhoon Maon 

(1106), Roke (1115), and Chaba (1014) using 

satellite-measured wave height 

김민 , 문일주

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외해에서는 랑을 측하는데 있어서 시·공간 인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태풍과 같은 악

기상 시기에는 측자료가 더욱 부족하여 랑 모델의 검증이 더욱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5.8 

km 해상도의 성(Jason-1) 해수면 고도자료로부터 추정된 유의 고 자료를 이용하여 태풍 

Maon (1106), Roke (1115), Chaba (1014)에 한 랑모의 결과를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C-band 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진 Ku-band로 측된 값을 사용하 다. 한 일반 으로 

성으로 고도 성자료의 해수면 고도 값이 20m 이상이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는 제외되었다(Cavaleri and Sclavo, 2006). 본 연구에서 사용된 랑모델은 WAVEWATCHⅢ

이며 양 방향 둥지격자(two-way grid nesting)를 이용하 다. 모델은 수평격자 1°의 공간해상

도를 가진  지구 도메인과 1/12°의 북서태평양 도메인, 1/30°의 한반도 근해 도메인으로 구

성되었다. 랑모델에 사용된 바람장은 6시간 간격의 NCEP/GFS/FNL(final) 재분석 자료이다. 

모델 결과와 측 자료의 비교 결과, 태풍 시기의 랑 모의가 태풍의 심 부근에서 뿐만 아

니라 태풍의 외곽에서도 측 자료와 잘 일치하 다. 이러한 성공 인 랑모의 결과는 (i) 

방향 둥지격자를 이용한 지구 모델부터 고해상도 지역해 모델까지 연속 이고 일 된 랑

모의와 (ii) 태풍 심 뿐 아니라 외곽 지역의 정확도 높은 바람장 입력의 결과로 사료된다.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의 응용기상기술개발 연구(Advanced Research on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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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between the genesis frequency of tropical cyclones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summer rainfall over 

Northeast Asia 

 
Il-Ju Moon 1 and Ki-Seon Choi2 

 

1Gratuate Program in Marine Meteor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2National Typhoon Cente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ince a tropical cyclone (TC) is usually accompanied by large amounts of rainfall, it is 

estimated that average amounts of rainfall in summer increases in Northeast Asia (NA) under 
the influence of TCs when TC activity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WNP) is strong. However, 
the present study fou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requency of the genesis of summer 
TCs over the WNP and the amount of summer rainfall over NA from1980 to 2009.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n a positive TC genesis phase (years in which TCs occur more 
frequently than on average), an anomalous cyclone forms over the western Pacific, which 
generates anomalous cold and dry northeasterly winds and causes reduced rainfall in the mid-
latitudes of NA located at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pressure system. In comparison, in a 
negative TC genesis phase (years in which TCs occur less frequently than on average), a large 
anomalous anticyclone develops over the western Pacific, which generates anomalous warm and 
humid southwesterly winds and results in increasing rainfall in the same region. In the latter 
phase, these patterns are associated with a factor in which the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WNPSH) develops more strongly toward the mid-latitudes of NA. The comparisons of the 
TC tracks between the two phases also reveal that in both phases, the TC passage frequency is 
rather low in the mid-latitudes of NA regardless of TC activities over the WNP. This suggests 
that TCs do not greatly affect the total amount of summer rainfall in NA; instead, a large-scale 
atmospheric circulation forming favorable rainfall conditions in the positive TC genesis phase 
controls the summer rainfall in that area. 

 

KEY WORDS: Tropical cyclone, Summer rainfall,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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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of tropical cyclones in 

Taiwan and the Pacific/North American pattern 
 
 

Il-Ju Moon 1 and Ki-Seon Cho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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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quency of tropical cyclones (TCs) in Taiwan during June to October (JJASO) is 

found to have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Pacific/North American (PNA) pattern in 
the preceding April. In the negative PNA phase, the anomalous cyclonic and the anomalous 
anticyclonic circulations are intensified at low latitudes and midlatitudes from East Asia to the 
North Atlantic, respectively, from April to JJASO. Particularly in East Asia, the anomalous 
southeasterly that converges between the anomalous anticyclone to the east of Japan and the 
anomalous cyclone to the east of Taiwan plays a decisive role in moving TCs not only to 
Taiwan, but also to the midlatitude coastal regions of East Asia as a result of the steering flow. 
In addition, a southwestward extension of a western North Pacific (WNP) high during the 
positive PNA phase also contributed to a frequent movement of TCs to southern China without 
traveling north toward the midlatitude regions of East Asia.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typical 
tracks of the TC in the WNP according to the PNA phase, the intensity of the TC in the negative 
PNA phase is stronger than that in the positive PNA phase.  

 
 

KEY WORDS: Tropical cyclone; Pacific/North American teleconnection pattern; East 
Asia;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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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ization of vertical mixing depth under 

tropical cycl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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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강한 바람은 해수의 수직혼합과 용승을 발생시켜 해수면 냉각을 일으킨다(Miller, 

1958; Evans, 1993). 태풍에 의한 해수면 냉각은 혼합 깊이(vertical mixing depth)에 의존한다. 

즉, 혼합 깊이가 깊을수록 차가운 해수를 혼합시키기 때문에 더 강한 해수면 냉각을 일으킨다. 

본 연구는 태풍에 의한 수직혼합 깊이를 모수화하기 한 기 단계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각각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수직혼합 깊이 변화를 조사하 다.

태풍에 의한 상층해류 크기와 혼합깊이의 모수화를 진행하기 하여 무차원 수 S를 구하

다. 무차원 수 S는 태풍에 의한 해류의 강제 회  주기와 성주기의 비로 1에 가까울수록 태

풍에 의한 해류의 회 주기와 성주기가 비슷함을 의미한다. 이 게 되면 태풍의 의한 강제력

과 성주기가 첩이 되면서 해류의 크기가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해수면 냉각이 커지게 된

다. 도의 경우 이동속도가 느릴 때 S수가 1에 가까워지며 이에 따라 혼합층 해류가 커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 10°N에서는 태풍 이동속도가  약 1.5 m/s에서, 20°N에서는 3 

m/s, 30°N에서는 5 m/s, 40°N에서는 7 m/s에서 S수가 1에 가장 가깝게 된다. 이것은 같은 이

동속도로 움직이는 태풍일지라도 이동하는 해역의 도가 달라지면 S수에 향을 미쳐 결국 

해수면 냉각도 변화함을 의미한다. 추후 본 연구결과를 더욱 발 시켜 최 풍속반경( ) 변

화  용승 효과와 련된 무차원 수인 C수를 고려한 추가 실험을 통하여 태풍에 의한 수직혼

합 깊이의 모수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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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스 타워 자료를 이용한 서남해역 해상풍력단지 

해상풍 모의 검증

김민 , 문일주

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서남해역 해상풍력단지 풍력자원 측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28일까지 

해상풍-해양혼합층 합모델의 모의결과를 해모스(HeMOSU-1, Herald of Meteorological and 

Oceanographic Special Unit-1) 타워 자료와 비교하 다. 헤모스 타워는 서남해안 해상풍력발

단지 개발을 한 자원조사와 설계외력 산출 등의 목 으로 북 부안군에서 남 안마도 

해역 사이에 설치된 해상기상탑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상풍-해양혼합층 합모델은 

NCAR(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 개발한 규모 모델인 WRF(Weather 

Reaearch and Forecasting, Skamarock et al., 2008)에 해양혼합층(OML, Polland et al., 1973) 

모델이 합된 모델이다. 계산 역은 한반도를 심으로 27, 9, 3 ,1k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4개의 역을 양방향 둥지격자(two-way nested grid)로 구성하 고, 연직 층은 27개의 층으로 

구성되었다. 지표 이용도는 Landsat을 기반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생산한 30m 해상도의 자료를 

사용하 고, 지형자료는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on) 3  자료를 사용하 다. 

해양혼합층모델의 기장은 HYCOM 지구 해양순환모델 결과를 사용하 다. 수치모의 결과, 

모델에서 계산된 80m 고도의 해상풍은 풍속뿐만 아니라 풍향에서 해모스 측 자료와 잘 일

치하 다. 3월 한 달간 풍속과 풍향의 RMSE 값은 각각 1.8 m/s, 30.5° 그리고 Bias 값은 각각 

0.16m/s, 7.9°로 나타났다. 향후, 재 시스템에 LES를 사용한 고해상도 둥지격자(300m 해상

도)를 추가하여 서남해역 해상풍 측 정확도를 더욱 향상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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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랑 결합모델을 이용한

바람과 고 측 개선효과 분석

손고은, 정주희, 김 수, 김유근

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기모델의 해상풍 개선에 따른 랑모델의 고 측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WRF모

델의 기장을 개선하고 상세 토지피복도와 지형자료, 고해상도 SST자료를 용하여 모델링 

방법을 개선하 다. 한, 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하여 WRF모델과 SWAN모델

을 MCT기법을 통해 결합하여 바다의 상태와 풍속의 강도에 따른 바람과 고 측의 개선효

과를 분석하 다. 단기  오차가 존재하나 개선된 WRF 모델결과가 해상풍의 시, 공간  변화 

경향을 잘 재 하 고, 개선된 해상풍 입력자료를 사용함으로써 SWAN모델의 유의 고 측

결과가 향상되었다. WRF와 SWAN이 결합된 모델링 결과는 해면거칠기 변화를 고려하므로 

기와 해양사이의 운동량 달을 잘 모의하여 독립 으로 수행된 WRF모델 해상풍 자료를 

사용한 SWAN 모델링 결과보다 해상풍과 고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한, 바람응력 외 해

상의 랑응력 향으로 약한 풍속 사례일보다는 강한 풍속 사례일이 해상풍 민감도가 더 크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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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를 이용한 해양 측자료 가시화 시스템 구축

              

박세 *, 이주 *, 변도성*, 김계 **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 비엔티솔루션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 측자료 생산을 해 2012년부터 해양 측시스템을 구축 에 있

다. 해양 측시스템의 기본 인 라에는 고속 연산용 컴퓨  자원이 요구되며 그 외 용량 스

토리지, 자료 송을 한 통신망, 가시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이  GIS 기반의 가시화 시

스템의 경우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오  소스 기반의 LAS(Live 

Access Server)를 사용하 다. 미 NOAA에서 개발된 오 소스 로그램인 LAS는 사용자가 

데이터에 근하여 즉석에서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그림으로 표 할 수 있는 장 이다. 그 외 

LAS의 기능으로는 가시화를 통해 다양한 자료의 비교  애니메이션 제작, 구 어스상에 자료

를 띄워보기 한 KML(Keyhole Markup Language) 다운로드, Ferret, GrADS, MATLAB 등

의 응용 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제공, 만들어진 그림 일의 인쇄 등이 있다. 

사용자가 웹 라우 를 통해 LAS에 속, 자료를 가시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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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prediction of tropical cyclone genesis 

frequency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based on a 

statistical method

              

오유정, 문일주

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북서태평양에서는 매년 평균 으로 약 25개의 태풍이 발생한다. 태풍이 가장 게 발생한 

해는 2010년으로 14개,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1967년으로 39개가 발생하 다. 매년 여러 기

에서는 태풍 시즌이 본격 으로 시작되기 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할 태풍의 개수를 측하

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 

빈도의 계 측을 해서 태풍 발생 빈도와 상 도가 높은 기  해양 기후인자와 철 

기 변수 등을 이용한 통계모델을 구축하고 2005-2012년 기간에 해 측결과를 검증하 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도쿄 지역 특별 기상센터(RSMC)에서 제공하는 태풍의 최 경로 자

료, NOAA/CPC에서 제공하는 월평균 기  해양의 기후인자 시계열 자료, 그리고 

NCEP-NCAR에 의해 제공되는 철 기 재분석(R-1) 자료이다. 태풍 빈도 측 통계모델은 

다변수 선형회귀모델을 사용하 다. 회귀식의 회귀계수와 회귀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소 

편차 회귀법(Least Absolute Deviation regression, LAD)을 사용하 고, 체 기간 동안에 

오차의 합(Sum of Absolute Errors, SAE)이 최소화되게 하는 값으로 정하 다. LAD 회귀

는 분석 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고, 같은 계산을 반복 으로 시행함으로써 풀어야한다. 이 

문제를 풀기 해서 SAE를 최소화하기 한 방법인 Bloomfield-Steiger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Bloomfield and Steiger, 1980). 측인자의 결정은 하나의 측인자로부터 시작하여 측인

자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반복하는 순차 인 방법(stepwise method, Hastenrath 등, 

1984)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북서태평양의 태풍발생 측을 해 선택된 측인자는 200-hPa 동서방향 

바람성분(U), 850-hPa 남북방향 바람성분(V), 북 서양진동(NAO), 해수면기압(SLP)이다. 개발

된 모델의 검증을 해서 1975년부터 2004년까지 교차타당성 검사(Cross Validation)를 실시한 

결과, 모델과 측 값 사이에 높은 상 성(r=0.67)을 확인하 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8년간의 측성 검사에서도 평균오차(Mean error)는 0.34, RMSE는 1.60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

타났다. 특히, 기록 으로 태풍 발생이 었던 2010년에 해 부분의 외국기 에서 태풍 발

생을 과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0.39개의 오차로 거의 정확히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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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Arctic Sea Ice Change Using Arctic 

Oscillation Index and Multi-sensor Data

이상균, 윤 진, 임정호

울산과학기술 학교 도시환경공학부

Arctic sea ice is one of the significant components of the Arctic's climate system. Its area 

has constantly declined since the late 1970s and the retreat has been accelerating since the 

early 1990s (Dagmar Budikova, 2009). The impacts of the Arctic sea ice change have been 

explored in many studies. The studies found that many factors such as Sea Surface 

Temperature (SST), precipitation, Arctic Oscillation (AO), oceanic circulation, and 

atmospheric circulation are associated with the arctic sea ice change.  

AO is an opposite pattern of pressure between the Arctic and the northern middle 

latitudes. If the atmospheric pressure is higher in the Arctic than northern middle latitudes, 

this is a positive phase, which means AO is strong, and vice versa. Arctic local 

temperature is relatively cold when AO is positive. This is because AO makes cold walls, 

so relatively warm air in middle latitudes cannot penetrate into the polar region. On the 

other hand, Arctic local temperature is relatively warm when AO is negative. Consequently, 

AO can be used to identify Arctic sea ice change. 

In this research, AO index (AOI) data are exami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with the 

Arctic sea ice extent. Monthly AOI data between 1978 and 2012 are available from 

Monitoring Weather & Climate, Climate Prediction, NOAA. Arctic sea ice change is derived 

using Near-Real-Time DMSP SSM/I-SSMIS Daily Polar Gridded Sea Ice Concentrations 

(NRTSI product, NSIDC-0081) and the Sea Ice Concentrations from Nimbus-7 SMMR and 

DMSP SSM/I-SSMIS Passive Microwave Data (GSFC product, NSIDC-0051). 

ICEsat/GLAS and MODIS Ice Surface Temperature products are used to model the 

relationship with AOI.

R eference

Dagmar Budikova., Role of Arctic sea ice in global atmospheric circulation: A review, Global and Planetary 
Change 68, 149-16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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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IDON and TIPEX projects in the Tropical Ocean 

by the KIOST

김  응, 동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열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의 변동성  상호작용에 한 연구의 부족은 동북아시아에서 해양기

후 측의 불확실성을 크게 이지 못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양연구의 목 은 ENSO, IOD, 몬순, 태풍 등 해양/ 기 상의 변화 측에 필수 인 열  

태평양-인도양 순환 변동성에 한 분석과 기후 측 정확도 향상을 한 해양- 기 모니터링

에 있다. 북서태평양 해역을 심으로 2006년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POSEIDON 사업은 

도  열 역 해류순환계 종합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래 측 연구를 한 북서태평양 물리-

생태계 합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재 계획 인 TIPEX 로젝트는 태평양-인도양 사이 

도 해양변화 감시  변동성 연구를 하여 서태평양과 동인도양 해황  해수 수송량 측, 

규모 해양- 기 상 변동 기작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상 변화와 생지화학  인자의 상

성 연구, 국제 양 측망 참여 등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우리나라

는 POSEIDON과 TIPEX 로젝트를 통한 지구  해양 련 안문제 해결을 한 국제 력 

형연구 로그램의 주도  추진으로 국제사회에서 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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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limate factors in May that affect Korean rainfall in 

September 

 
Ki-Seon Choi1 and Il-Ju Moon2  

 

1National Typhoon Cente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Gratuate Program in Marine Meteor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eal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ainfall in Korea during September 

and the trade wind (TW)/Arctic Oscillation (AO) index in May that combines two climate 
factors, low-level TWs and the AO. This correlation was identified based on the difference in 
the 850-hPa streamline analysis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phases selected using the 
combined TW/AO index. In May, the spatial pattern of the anomalous pressure systems is 
similar to that in the positive AO phase. These anomalous pressure systems continue in June to 
August (JJA) and September, but the overall spatial distribution shifts a little to the south. 
Particularly in September, a huge anomalous anticyclone centered over the southeast seas of 
Japan strengthens in most of the western North Pacific region and supplies a large volume of 
warm and humid air to the region near Korea. This characteristic is confirmed by the facts that 
during the positive TW/AO phase, the subtropical western North Pacific high (SWNPH) is more 
developed to the north and that the continuous positioning of the upper troposphere jet over 
Korea from May to September strengthens the anomalous upward flow, bringing warm and 
humid air to all layers. These factors contribute to increasing September rainfall in Korea during 
the positive TW/AO phase. Because the SWNPH develops more to the north in the positive 
phase, tropical cyclones tend to make landfall in Korea frequently, which also plays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September rainfall in Korea. The above features are also reflected by the 
differences in average rainfall between the six years that had the highest May Niño 3.4 indices 
(El Niño phase) and the six years that had the lowest May Niño 3.4 indices (La Niña phase). 

 
 

KEY WORDS: Anomalous pressure, Arctic Oscillation, Korea, low-level trade wind, 
rainfall, tropical 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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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과학기지의 성층 형성수심 변동 분석

김성 , 김병남, 최복경, 김 채, 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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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 센터, 부경 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1

  한민국 최남단에 치한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2008～2012년에 RDCP와 Digital 

OEM C-T Sensor에서 획득한 해수유동과 수온․염분 자료를 활용하여 이어도의 해양물리환

경을 살펴보았다. 이어도는 수  암 로서 수심 50～60 m의 평탄 해 면상에 해수면 하 수심 

6.6 m에 이르기까지 솟아 있는 우리와 이를 포함하는 직경 약 500 m의 불규칙 인 원형의 

평탄 지로 구성되어 있다(정과 심, 2001). 이어도는 해 산과 같은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하계에 형성되는 강한 성층은 이어도 주변을 흐르는 해수유동에 따라 성층 수심이 변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한 성층이 형성된 시기의 유속과 유향을 검토하여 성층 형성 수심의 변

화를 통하여 이어도에 의한 소규모의 해 산 용승 기작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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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variation of coastal currents over 

the mid-east coast of Korea

박재형1, 장경일1, 조창 2

1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

국방과학연구소

 Seasonal variation and its dynamics of coastal currents near the mid-east coast of Korea 

are investigated using data from an ocean buoy (ESROB) acquired from 2007 to 2012 and 

other short-term velocity measurements and KODC CTD data. The amplitude of the 

seasonal variation of alongshore currents is about 10 cm s-1 and more than twice larger 

than the record-length mean currents of about 4 cm s-1. The seasonal variation of 

alongshore currents are characterized by  northward currents with maximum speeds at 

20-40m during fall and winter (Oct., Dec., Feb. and Mar.) and surface-intensified 

southward currents during summer (Jul. and Aug.). Summertime depth-averaged 

momentum balance shows the geostrophically balanced alongshore current with similar 

magnitudes of baroclinic and barotropic pressure gradient terms. The seasonal variation of 

monthly averaged vertical profiles of alongshore currents matches well with those of 

geostrophic currents estimated using KOD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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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 도상층 미세구조

백규남1, 홍창수2, 이재학2

1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서태평양 도해역에서 해수의 혼합과정 연구를 해 2011년 5월 27일부터 2011년 6월 10일까

지 연구선 온 리호를 이용하여 해양 측을 실시하 다. 경도 154°E에서 158°E까지, 도 1°S

부터 5°N까지의 측범 를 정하고 TurboMAP, LADCP  CTD를 이용하여 남북방향

(1°S-5°N, 156°E)과 동서방향(0.5°N, 154°E-158°E)의 정선 측과 정 (0.5°N, 156°E)에서 4일간

의 시계열 측을 실시하여 수온, 염분 등의 해수물성  유속구조와 난류(turbulent)의 특성 

자료를 획득하 다.

 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온약층 수심 의 염분 분포로부터 남북방향의 입 구조가 확인

되었다. 입구조의 수직  크기는 O(10m)로서 동서방향으로  측 역에 걸쳐 일 성 있

게 나타났고, 4일간의 시계열 자료에서도 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 다. 남북방향 

단면에서 단속 이고 강한 유속시어(shear)구조가 1°S와 1°N 사이에서 도잠류의 상부 경계 

 수온약층 상부에 해당하는 25°C 등온선 수심 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한 0°와 

1.5°N 사이 해역에서는 북쪽으로부터 염수의 입이 일어나는 수심에서 유속시어 값이 크게 

나타나 유속시어 구조가 수층의 미세구조를 유지하는 기작과 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표층을 제외하면 유속시어 값이 큰 곳에서 난류에 지 소산율(turbulent energy dissipation 

rate)도 큰 값이 나타났다. 이는 두 변수 사이에 높은 상 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난류상태의 

강화가 단속 인 유속시어 구조와 련이 있음을 암시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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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wn-scaled high-resolution operational coastal modeling system has been developing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using a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ROMS) which 

will be us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data. The 

operational model ROMS is two-way coupled with wave model SWAN, internally coupled 

with sediment transport model CSTMS and externally nested with water quality model 

CE-QUAL-ICM. The system will predict the hydrodynamic information such as surface 

elevation, currents, storm surge height, temperature, salinity, and sediment transport from 

ROMS, wave information such as wave height, wave direction and wave period from 

SWAN and water quality parameters such as chlorophyll, dissolved oxygen, phosphorus, 

nitrogen etc. from ICM. The wave and hydrodynamic information is now operational for 

the forecast of the coastal waters of Korea twice a day in the 72 hours base. The coastal 

information system which is based on web-GIS system provides the predicted results with 

real-time monitoring data for dissemination to the public and validation of the operational 

model using various visualization techniques. The hydrodynamic results have been 

calibrated with tidal surface elevation and verified with currents observed by bottom 

mounted acoustic current meter ADCP and AWAC data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For the validation of predicted results we use real-time monitoring data such as 

hydrodynamic observation monitored by remote buoy and ocean tower and 1 hour averaged 

surface currents derived from HF-radar system. The suspended solid concentration (SSC) 

image retrieved from GOCI will be used for the validation of the model prediction on the 

suspended sediment transport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In this study, we will show 

the predictability of the operational coastal modeling system and applicability of the system 

for the application of the GOCI data especially using hourly derived SSC.

1 KIOST / research scientist / hslim@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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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  자원을 이용한 

모델링 웹 포털  3차원 가시화 서비스 개발

육진희1, 안 언1, 이승훈1, 이 이1, 조민수1
, 김기 2, 안용 2, 김종군2

KISTI/NISN 슈퍼컴퓨 서비스센터, (주)환경 측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퓨 연구소(NISN)에서는 슈퍼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모델링의 구성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델링 웹 포털을 개

발하 다. 재 해양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WRF(Weather Research Forecasting)와 

GRIMs(Global and Regional Integrated Modelling System)와 기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

은 GRIMs(Global and Regional Integrated Modelling System)가 구축되어 있고, 수치실험은 

사용자가 수치실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  입력하거나 메뉴를 선택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제출하면 수행되도록 되어 있다. 한, 용량 자료의 3차원 가시화를 

한 자료처리 로그램과 다양한 가시화 S/W(VAPOR, vGeo, Avizo Green)을 이용하여 해양

- 기 자료를 동시에 표출하여 분석할 수 있는 가시화 서비스도 개발하 다. 2013년에는 슈퍼

컴퓨터 사용자를 상으로 웹 포털과 가시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2014년부터는 슈퍼컴퓨

터 기반의 해양- 기 모델링 교육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상을 확장해 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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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서해 천수만의 잔차류 특성과 성층 변동성

정 , 노 재, 김백진

충남 학교 해양학과

  하계 간월/부남호의 담수 유입에 의해 강하게 성층화된 서해 천수만에서 3차원 수치모델링 

실험을 통해 태풍 통과시 염분장에 미치는 취송류의 향과 성층 괴에 해 연구하 다. 모

델링 결과에 한 스킬 분석 결과 90% 이상의 재 율을 보여, 비교  조석, 조류, 수온과 염분

을 사실 으로 모사했다고 단된다. 모델은 조류, 담수유입에 의한 도류와 바람에 의한 취

송류를 잘 모의했으며, 이 흐름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해 유속과 물성의 시계열 분석, 수평 

 수직 분포, 이동곡선과 진행벡터도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만 북부로부터 

량 담수 유입이 있던 시기에는 남향하는 강한 도류에 비해 북향하는 취송류는 상 으로 

큰 효과가 없으나, 담수 유입이 감소했던 시기에는 바람이 수직 혼합작용을 진하여 바람을 

부과하지 않은 모의실험 보다 2-5일 빠르게 성층을 괴하 다. 담수 유입에 의한 성층과 바람

에 의한 성층 괴 과정을 이해하기 해 성층지수(Richardson number, Ri)를 이용하 으며, 

량 방류시 성층지수는 5-20까지 속도로 증가했다. 방류가 단된 이후에는 바람에 의한 혼

합에 의해 성층지수가 0-2까지 격하게 감소했으며, 이 때 상하층간 염분은 일정하게 분포했

다. 성층 형성과 괴 과정에 한 연구는 천수만에서 두되고 있는 빈산소 수괴의 형성과 소

멸 기작을 이해하는데 요한 부분이며, 부 양화와 빈산소 수괴 등 안 문제의 해결을 하

여 재 수질 모델과 연계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축 호(Chuuk Lagoon)의 물리환경  해수교환

김소연, 소재귀, 강 우, 김한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열 서태평양은 한반도 주변의 기상과 해양환경에 한 향을 미치는 쿠로시오해류의 기원지

로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기상 변화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서태평양에 치한 축 호의 해양물리환경특성을 악하기 하여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장조사를 실시하 다. CTD를 사용하여 호 내의 수온, 염분, DO 

 pH를 측하 으며, 외해와 연결되어 있는 수로  호 내의 주요 정 에서 조  측을 수

행하 으며, ADCP를 이용하여 단면유속 측을 실시하 다. 한, ESCORT 모델을 사용하여 

호 내 해수유동과 오염확산양상을 모델링하고, 해수교환율을 산정하여 호의 해수교환능력을 평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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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 설계방안 연구 
              

김 수, 김유근, 송상근
1

, 정주희, 손고은

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제주 학교 지구해양과학과
1

  과거부터 최근까지 연안/해양기상의 측 정확도 향상에 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노력이 있었지만(Lee와 Kang, 

2000; You 등, 2006, 2007; You와 Park, 2010), 해양기상 문인력  측망 부족 등으로 육상 보 이 해양

보를 함께 생산하고, 역 해역 주의 정보 발표를 하는 등 연안/해양기상의 측 문성은 육상 보에 비하여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상청이 실시한 선원  선주 132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99명이 일본기상방송

을 수신한다고 답하 고 한국 선박의 75%가 일본 기상청의 해양기상 정보에 의존한다고 하 다. 따라서 해외기상정

보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종사자들에게 연안기상정보에 한 이용가치를 높이기 해서는 기존의 공 자 심의 

일률 이고 단편 인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연안 해역과 주변 해양에 최 화된 수요자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 설계 연구가 단계 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내외 연안 측 황  연안기상 측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해 국

내 기상청  련 기 과 함께 국외 주요 선진국(미국, 호주, 일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연안기상정

보 웹페이지와 모바일 정보제공 황과 국내외 민간기상업체의 서비스 황 등을 조사하 다. 이러한 황

조사를 바탕으로 연안산업을 크게 조선업, 해운항만업, 연안여객업, 해양건설업, 선박임 업, 어업, 해양

업 등의 7개 업종으로 분류하 으며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연안기상정보가 무엇인지를 악하고 맞춤형 연

안기상 콘텐츠를 설계하기 하여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  견해를 가지고 있는 ‘ 극  응답

자’ 77인(수  어 계장, 선장, 경 자, 항만공사 계자 등)을 선정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 다. 하지만 유

선을 통한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장방문을 통한 산업별 특화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심층조사는 여러 연안산업 에서 우선 으로 조선업, 해운항만업, 연안여객업에 하여 실시되었으며 

심층설문 상자는 기본 설문 상자와는 무 하게 사 에 유선을 통해 응답 여부를 문의하여 선정되었다. 

설문 상자의 수는 장에서 실제 작업 이신 분들의 작업환경에 따라 가변 이었으며 최 한 많은 인원

에 해 실시하고자 하 다. 기본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수요자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를 어떻

게 구성할지 각 작업단계별로 분류함으로써, 궁극 으로 향후 진행될 수요자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 개발

의 방향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비록 설문조사라는 비교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 지만 그동안 국내 연안 혹은 해양기상정보

에 한 실 수요자들의 의견을 직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 기에 수요자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를  생산

하기 한 기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기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체계의 

문제   개선  등을 사  인지한 다음 연안기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달체계를 개선한다면 재의 공

자 심의 연안기상 콘텐츠를 수요자 심으로 환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선진화된 연안기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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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해양자료포털을 통한 원외정보서비스 

              

김성 , 박수 , 최상화, 백상호, 박 민, 이진희, 정미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KIOST 해양과학데이터센터에서는 보유 해양자료의 원내외 서비스를 목 으로 KIOST 해양자

료포털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해양자료포털 구축에는 오 소스 Map Server와 Google 지

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검색결과의 지도표출을 해 다수의 AJAX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해양자료포털의 원내서비스는 2011년에 시작하 으며, 원외서비스는 2012년 하반기에 시작

[하 다. KIOST 해양자료포털에서는 연구사업 요약정보와 연구해역 정보를 제공하는 “KIOST 

자료 황” 메뉴, DB 수록자료 검색을 한 “KIOST 자료검색” 메뉴, 한반도 해역 해양물리자

료 제공을 한 “국내외 해양자료” 메뉴, KIOST에서 생산한 재분석자료 제공을 한 “Data 

Product”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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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중부해역에서 수중음향 청음실험 결과

임세한, 이기영

해군사관학교 해양학과

동해 연안의 주변소음 를 악하고 수상함 항해시 발생하는 소음이 수 청음기

에 달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한 해상실험을 동해항 동북방 129° 11.038E 37° 

32.681N 해  반경 20km 해역에서  2012년 9월 22일 해상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을 해 2개조의 수 청음기를 부착한 2개조의 계류부이를 약 10km 간격으로 이격

시켜 수심 100m, 150m 해 에 각각 계류하 다. 한 실험해역의 인근에는 서울  

실시간해양 측부이가 해수물성을 지속 으로 측하고 있는 상태 다. 청음실험 

방법은 계류부이 설치 후 설치함정이 두 계류부이 사이를 일정한 시간 동안 항진 

는 정지하거나, 계류부이 사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계류부이가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를 일정한 시간간격에 따라 설치함정의 항로와 속력을 기록하 고, 인근 

해상에 여객선, 해군함정 등이 계류부이 근처를 통과할 때 방 -거리를 설치함정의 

수상 이더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청음실험결과 실험 당일의 동해 부해역 연안

역은 주 역에서 주변소음 가 상당히 높은 상태 으며 청음기의 계류부이 

설치 수심에 따라 수집된 수 음향자료의 주 수별 음 에 지 도차가 상당히 크

게 나타났다. 한 고주  역으로 갈수록 청음기간 에 지 도차는 커졌다. 본 

실험에서는 수직배열 청음기 계류장비를 구성하여 수 음향을 청음할 경우 한 

청음기 부착수심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 동해 연안역의 높은 주변소음

를 분석하기 해 고정장소에서 장기 수 청음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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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해역의 미래 랑 기후 분석

박종숙, 강기룡, 최 진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해역에 하여 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ion Pathway, RCP)에 따른 미래의 랑 기후의 변화에 해서 분석해 보았다. 랑

모델은 3세  스펙트럼 모델인 WAVEWATCH-III를 이용하 으며, 모델의 역은 경도 115°E

∼150°E, 도 20°N∼50°N 으로 해상도는 1/12° 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는 국립기상연구

소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하 다. 국립기상연구소는 HadGEM2-AO를 도입하여 지구 기-

해양-해빙-수문-에어로솔이 결합된 모델을 구성하 으며, 약 135km 해상도의 지구 기후변

화 시나리오를 산출하 다(국립기상연구소, 2011). 랑모델의 입력자료는 10m 해상풍을 이용

하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랑모델의 격자에 맞게 내삽하 다. 분석기간은 1971-2000년

의 과거기후, 2071-2100년까지의 미래기후로 각각 30년씩이며 RCP 시나리오는 2개(RCP4.5, 

RCP8.5)종을 이용하 다. 과거기후를 비롯한 2종의 미래기후에 한 30년의 모델 수행을 해 

5년씩 6개의 기간으로 나 어 수행하 으며, 각 기간의 기장은 바람장에 따른 ‘Fetch-limited 

JONSWAP' 스펙트럼을 사용하 다.

미래의 연평균 해상풍은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동 국해를 비롯한 북

서태평양 해역에서 감소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연평균 유의 고도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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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을 이용한 최근 30년 북서태평양 태풍 

진로 분석

1오상명, 2문일주, 3김 렬
1
APEC 기후센터, 

2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 

3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태풍은 도와 극 사이의 열  불균형을 해소하는 표 인 기상 상으로써 북

서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태풍의 진로와 강도는 동아시아 기후에 큰 

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최근 30년(1982년-2011년) 동안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

풍의 진로를 CSEOF (Cyclostationalry Empirical Othogonal Function)분석을 이용

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30년 (1982년-2011년) 동안 태풍 변동성을 분석하기 하여 

RSMC best track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 Tokyo typhoon 

Center) 태풍 정보를 이용하 다. 이 자료는 태풍의 ·경도, 심기압, 최 풍속이 

6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열 기압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SMC best track 자료와 더불어 2.5°x2.5°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EP-NCAR)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 다. 한 해수면 온

도 (Sea Surface Temperature; SST) 자료는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Optimum Interpolation (OI) SST 자료를 사용하 으며 분

석기간은 태풍 분석 기간과 동일하다. 태풍 자료는 2.5°x2.5°의 간격으로 월별  

gridbox 형태의 자료로 재구성 되어 분석 되었다.

  최근 30년 동안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진로를 CSEOF 분석한 모드 별 

PC-Time series에서 1모드와 2모드는 각각 체 23.5%, 7.4%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풍 진로와 더불어 SST와 850 hPa 바람을 CSEOF로 분석 된 태풍 진로에 

regress 분석하 다. 특이한 결과로 8월달 태풍 진로를 분석한 2모드에서 남 국해

역에서 음의 SST 아노말리와 강한 기압성 흐름이 태풍의 북상을 방해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물론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좌우하는 steering flow, vertical wind 

shear 등의 기 변수들은 추후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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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Inundation for Major Harbors in Korea 

Using Coastal Inundation Forecasting System 
              

김민석, 엄 민, 강기룡, 최 진

국립기상연구소

  It is undoubtedly important to forecast and predict the surge and inundation during 

storm attack due to its damage in and off the coast. Economical damage and the loss of 

human lives have been continuously reported and the need for prediction was raised.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NIMR) has developed and been operating 

Coastal Inundation Forecasting System (CIFOS) to predict inundation during storm attack 

since 2010. Major harbors in Korea include Busan, Changwon, Gunsan, Yeosu, Gwangyang, 

and Mokpo and the display system for these areas had been set up and are applied for 

typhoon Khanun, Tembin, Bolaven, and Sanba in 2012. Meteorological inputs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had been used including sea surface wind and mean 

sea level pressure and the storm tracks from KMA had been utilized. Tidal data from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KHOA) was used as a  

observation and was compared with the surface elevation data from the model. Statistical 

analysis had been done using Root Mean Square Error (RMSE), bias, and Index of 

Agreement (IoA) and tide data had been used to verify the predictive power of the 

fore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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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 장    소

거의매일
실미도, 소야도, 제부도, 웅도( 산), 

서건도, 우도(고흥), 소매물도, 진해동섬

조기～ 조기 때 무창포, 하섬(변산반도)

조기 때 진도, 사도(여수)

우리나라 남,  서해안의 바다갈라짐 상과 보서비스

유학렬
1

, 고지민
1

, 하승걸
2

1국립해양조사원, 2주)환경과학기술

   바다갈라짐(海割, tidal sea) 상은 주변 보다 높은 해 지형이 조시에 해수면 로 드러나 

마치 바다와 섬이 이어지며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것 같아 보이는 상이다. 바다갈라짐이 

일어나는 곳은 평소 배를 타고서만 가볼 수 있는 섬을 직  걸어서 가볼 수 있으며, 특이한 

해 지형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채취할 수 있어서 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996년 진도와 무창포 바다갈라짐 보를 실시한 

이래 2013년 에는 서해와 남해의 12개 지역에 한 상세한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와 안내

책자를 통해 바다갈라짐 보서비스(www.khoa.go.kr, m.khoa.go.kr)를 제공하고 있다(표1). 바

다갈라짐 보는 바다갈라짐이 일어나는 곳의 장기조석 측 는 장 기 높이와 인근의 조

측소와의 조시차와 조고비를 산정한 후 장의 수 측량을 통해 보정보를 산출한다. 한편 

해양 져 활성화와 안 한 해양체험을 돕기 해 년에는『바다 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

책자를 간행하 는데, 바다갈라짐을 즐기기 해 필요한 통행 가능시간, 장사진, 교통, 주변

지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총 망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바다갈라짐의 과학  조사방법과 기 면 산정을 통해 보자료 산출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하며, 바다갈라짐 명소 12곳의 아름다운 자연경 을 공유하고자 한다. 

<표 1> 바다갈라짐의 빈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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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Organization Period of record Interval Resolution Unit

ERA-40 ECMWF
1969-2001

(33 years)

monthly

2.5°×2.5° ∙

CFSR NCEP
1979-2009

(31 years)
0.312°×0.312° 

MERRA NASA
1979-2011

(33 years)

0.6°×0.5° 

NCEP NCEP-NCAR 1.875°×1.9073° 

NCEP2 NCEP-DOE 1.875°×1.9073° 

Table 1. Data Sources

S olar

radiation

Longwave 

radiation

Latent

h eat flux

S ensib le 

h eat flux

N et

h eat flux

ERA-40 170.2606 62.2999 106.7700 34.0848 -32.8944

CFSR 169.4395 67.3919 117.9522 37.1715 -53.0760

MERRA 172.7685 77.8997 90.2218 28.7709 -24.1239

NCEP 167.6029 65.9965 116.2741 46.2606 -60.9284

NCEP2 181.4074 69.3513 133.4855 49.2783 -70.7077

Table 2. Annual mean Values of surface heat flux over the study area

         (118°E～142°E, 24°N～50°N)

한반도 주변에서의 Heat b udget

신홍렬1, 심정은1*, NAOKI HIROSE2

1공주 학교 기과학과
2큐슈 학교 응용역학연구소

   해수면을 통한 열수송은 해양과 기의 상호작용 상에 있어서 큰 향을 주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열수송이 한반도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어떠한 특징을 보

이는지에 해 다양한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해보고자 하 다. 

   사용한 자료는 5가지로, MERRA(Mordern-Era Retrospective 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CFSR(Climate Forecast System Reanalysis), ERA-40(ECMWF), NCEP, 

NCEP2 data이다. 

   아래의 Table 2는 에서 나타낸 세 해역에서의 면 을 고려한 체기간의 연평균 flux값

을 나타낸다. 태양복사의 경우에는 다섯 개의 자료가 유사한 값을 나타내며, 지구복사의 경우

에는 MERRA를 제외한 4개의 자료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turbulent flux(latent+sensible)는 자

료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MERRA data에서 값이 작게 나타났다. 반면, NCEP2 

data의 경우에는 잠열과 열 모두 다른 자료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순열속은 

MERRA data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고, NCEP2 dat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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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변해역의 엽록소 형 과 14C 방법을 이용한 일차생산 

비교

고은호
1,2

, 유신재
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2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해양생물학과 

해양에서 식물 랑크톤은 하 양  생산자로서 요한 역할을 하며 일차생산은 해양생태계

를 작동시키는 에 지를 제공하므로 해양생태계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요한 생태계 특성이다. 일

차생산 측정에는 동 원소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 왔는데 근래에는 엽록소의 활성 형  

(active fluorescence)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엽록소 형 방법의 장 은 타 방법에 비해 

비간섭 (non-intrusive)이며 순간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변

해역에서 엽록소 형 방법과 방사선 동 원소 14C를 사용하여 측정한 일차생산을 비교했다. 엽록소 

형 방법에는 FRRF (Fast repetition rate fluorometry)를 이용하 으며 Kolber and Falkowski 

(1993), Suggett et al. (2003) 등에서 제시한 알고리듬을 용하여 일차생산을 추정하 다. 두 알고

리듬으로 추정된 일차생산 간의 상 계는 높았다. 그러나 14C 방법과 비교 시 엽록소 형 을 통

해 추정된 일차생산이 높은 경향을 보 으며 엽록소 형 방법으로 추정된 일차생산은 량과 더 

뚜렷한 상 계를 보 다. 

1. Kolber, Z. and Falkowski, P. G., Use of Active Fluorescence to Estimate Phytoplankton Photosynthesis in-Situ, 

Limnol. Oceanogr., Vol.38, pp.1646-1665, 1993.

2. Suggett et al., Fast repetition rate and pulse amplitude modulation chlorophyll a fluorescence measurements for 

assessment of photosynthetic electron transport in marine phytoplankton, Eur. J. Phycol., Vol.38, pp.371-38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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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flagellates Practicing Acquired Phototrophy

Myung Gil PARK1,MiranKIM1and SunjuKIM2

1LOHABE, Department of Oceanography and 2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Republic of Korea

  Several dinoflagellates are known to practice acquired phototrophy by either hosting intact algal 
endosymbionts or retaining plastids. The acquisition of phototrophy in dinoflagellates appears to 
occur independently over a variety of orders, rather than being restricted to any specific order(s). 
While dinoflagellates with intact algal cells host endosymbionts of prasinophyte or dictyochophyte, 
most organelle-retaining dinoflagellates acquire plastids from cryptophytes. In dinoflagellates with 
acquired phototrophy, the mechanism by which symbionts or plastids are obtained has not been well 
studied at the cellular or ultrastructural level, and thus little is known regarding their mechanism to 
sequester and maintain photosynthetic structures, except for two cases, Amphidinium poecilochroum 
and Dinophysis caudata with peduncle feeding. Dinoflagellates with acquired phototrophy display 
different degrees of reduction of the retained endosymbiont and organelles, ranging from those 
which contain intact whole algal cells (e.g. green Noctiluca scintillans), to those which have 
retained almost a full complement of organelles (e.g., Amphidinium poecilochroum and Podolampas 
bipes), to those in which only the plastids remain (e.g., Amphidinium wigrense and Dinophysis 
spp.). A series of events leading to acquisition and subsequent degeneration of a whole-cell 
endosymbiont have been widely accepted as evolutionary pathway of the acquisition of plastids. 
However, recent work on D. caudata suggests that acquisition of phototrophy by predation (i.e. 
kleptoplastidy) may be a mechanism and evolutionary pathway through which plastids originated in 
dinoflagellates with ‘alien’ plastids other than the ‘typical’ peridinin-type plastids. Most 
organelle-retaining dinoflagellates are facultative mixotrophs, with Dinophysis species and an 
undescribed Antarctic dinoflagellatebeing being the only obligate mixotrophs known so far. The 
establishment of dinoflagellates with acquired phototrophy in cultures and careful research using the 
cultures would help improve our knowledge of the evolution of the dinoflagellate plastids and their 
eco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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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년 낙동강 하류에서 연안에 이르는 해역의 

양염  식물 랑크톤 군집의 변화

정미희1, 김아람1, 윤석 1, 권기 2

1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2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낙동강 하구둑의 개폐에 따른 하구역의 양염  식물 랑크톤 군집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2011～2012년 2년에 걸쳐 담수역 4～5개 정 , 하구역 10개 정 에서 계 조사  홍수기 집 조

사를 실시하 다. 양염은 하구둑을 기 으로 담수역과 해수역에서 시기별 변동과  농도에

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낙동강 하구둑 상부의 담수역의 양염은 강 상류로부터 풍부한 

양염이 지속 으로 공 되고 하구둑에 의해 해수의 유입이 차단되어 있어 하구둑 하부의 양

염 농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수심이 비교  낮고 성층이 형성되지 않아 

표· 층의 농도 차이 한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3월에 질산 질소, 인산 인, 규산 규소의 

농도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낮게 유지된 과 2012년 1월에 질산 질소는 높은데 반해 인산 인

과 규산 규소의 농도가 3월과 같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매우 특이한 상을 보 다. 양염이 풍

부하게 공 되는 강 하구의 특성 상 2012년 1, 3월의 낮은 양염 농도는 이 시기의 높은 엽록소 

a의 농도로 미루어 보아 Stephanodiscus spp.와 Melosira spp.의 량 번식에 의해 고갈된 결과

로 단된다. 1월에 식물 랑크톤의 량발생에 의해 인산 인과 규산 규소가 우선 으로 고갈되

고, 질소 계열은 암모니아 질소를 선택 으로 소모시킨 후, 계속된 3월까지의 발생으로 인하여 

질산 질소마 도 모두 흡수되어 고갈된 것으로 단된다. 낙동강 하구둑 하부의 해양 측 양염

은 체로 하구 수로 정 (정  1∼3)과 외해측 정 (정  4∼10)으로 구별되었다. 하구 수로 구

역에서는 낙동강 담수의 향을 받아 상 으로 높은 양염 농도를 나타낸 반면, 외해측 정

에서는 형 인 해양의 수질을 나타내어 낮은 양염 농도를 보 다. 식물 랑크톤 한 양염

의 경향과 비슷하 으며, 하구둑을 심으로 담수역에서는 규조류와 녹조류 심의 담수 랑크

톤만이 출 하 고, 하구 수로정 에서는 담수  기수, 연안성 랑크톤이 혼합되어 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해측 정 에서는 주로 연안성 랑크톤이 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군집분석 결과 풍수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담수 군집, 하구수로 군집, 연안군집의 세 

개의 군집으로 나뉘는 것 한 양염의 패턴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기 시기에는 하구

수로 해역의 표층 염분 분포가 3～10 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강우량에 따라 연안역에 해당하

는 정  4～10 한 20 이하의 낮은 분포를 보 다. 낮은 염분 분포는 강우의 증가로 하구둑 

수문이 개방되었기 때문이며, 갑작스런 수문의 개방으로 인해 유출된 담수가 매우 먼 거리까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식물 랑크톤 군집은 조사시기별로 2～7개의 군집

으로 묶이고 있었다. 하구역의 식물 랑크톤 군집의 담수 유출에 따른 변동 양상에 해서는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2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역의 경우 하구둑

의 수문개폐에 따라 담수역과 해수역, 는 정 별 특징을 가진 여러 개의 군집이 나타나는 등 

담수유출에 의한 극심한 식물 랑크톤 군집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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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luence of light attenuation on the Spring 

Phytoplankton Primary Production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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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CIRA, Colorado State University, CO, USA

 The East China Sea (ECS) is a large continental shelf located on the west rim of the 

Pacific Ocean between 25ºN and 32ºN, covering both subtropical and temperate regions. It 

is marked by the large amount of nutrients supplied from Changjiang river discharges 

and upwelling by Kuroshio Current in the continental margin which provides conditions 

for the ECS to be one of the most productive waters in the world’s oceans. The northern 

ECS is especially characterized by high seasonal variation in primary production induced 

by physio-environmental changes and summer discharges from Changjiang river. Spring 

phytoplankton blooms and primary production in the northern ECS were studied during 

two research cruises conducted in April and May of 2011.

Phytoplankton blooms and high primary production were observed in the eastern part 

of the northern ECS in April. In the western part of the northern ECS, however, low 

productions were observed and phytoplankton blooms were limited by high turbidity 

brought by strong water column mixing.  In May, light extinction coefficient became low, 

and phytoplankton blooms and primary productions were increased in the western part of 

the northern ECS. Such shifting of phytoplankton blooms from east to west in the 

northern ECS can also be confirmed from the ocean color satellite images such as GOCI 

and MOD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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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the 

Korean Strain of Prorocentrum cf. rhathymum
              

장태영, 임안숙, 정해진, 강남선, 이승연, 유영두, 김형섭, 이무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Benthic Prorocentrum species are of primary concern to scientists and the public 

because some of them are toxic. We established clonal cultures of 3 strains of 

Prorocentrum species that were collected from the thalli of a macroalga in the 

coastal waters off Jeju Island, located at the southern end of Korea. The Korean 

strains of P. cf. rhathymum, which are morphologically almost identical to the Virgin 

Island strain of P. rhathymum, were different from P. mexicanum. However, the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the Korean strains does not allow us to clearly 

classify them as P. rhathymum, nor P. mexicanum, although their morphology has 

so far been reported to be closer to that of P. rhathymum than P. mexicanum and 

thus we designated them as P. cf. rhathy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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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e n tific a tio n  a n d  ch a r a c te r iz a tio n  o f p h o to s y n th e tic 

d in o fla g e lla te  B y s m a tru m  c a p o n ii: M o le cu la r a n d 

m o rp h o lo g ic a l a n a ly s e s

장세 1, 정해진1, 강남선1, 유 두1, 김민정1, 이경하1, 윤은 1,

 에릭포트빈1, 황 종1, 김종임2, 성경아3

1서울 학교 자연과학 학 지구환경과학부
2충남 학교 생명시스템과학 학 생물과학과

3군산 학교 새만 환경연구센터

  Species belonging to the genus Bysmatrum are peridinoid, thecate, photosynthetic 

dinoflagellates. The plate formula of Bysmatrum spp., arranged in a Kofoidian series,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Scrippsiella spp. Bysmatrum spp., which were originally 

classified as Scrippsiella spp., but were transferred to the genus Bysmatrum spp. because 

of separation of the intercalary plates 2a and 3a by plate 3′.

  Also when they aligned, the ribosomal DNA (rDNA) sequences of SSU rDNA of these 

Korean B. caponii strains were 9% different from that of Bysmatrum subsalsum and > 

10% from that of any other dinoflagellate thus far reported. In the phylogenetic trees 

generated using SSU and LSU rDNA sequences, these Korean B. caponii strains formed a 

clade with B. subsalsum which was clearly divergent from the Scrippsiella clad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Bysmatrum spp. are markedly different 

from Scrippsiell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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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eap Variations of Microphytobenthic Primary Production
in Daebu Tidal flat, Korea

Bong-Oh Kwon and Jong Seong Khim*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Republic of Korea

 

 Spring-neap variations of microphytobenthic primary production was examined in the Daebu 
mudflat, west coast of Korea. Environmental parameters including primary production, irradiance, 
and temperature are expected to change with alternately repeating exposure and immersion along 
the tidal cycle where the site is located on an intertidal flat.  It was not possible to continuously 
measure primary production in situ across the tidal cycles; hence, photosynthesis-irradiance (P-I) 
curves at different temperatures were obtained experimentally in the laboratory.  These readings 
were then used to calculate primary production, by projecting in situ mooring records of irradiance 
and temperature onto the P-I curves.  The P-I curves were determined in terms of oxygen 
evolution through photosynthesis using the microsensor manufactured in the laboratory.  Changes in 
the in situ primary production on the intertidal mudflat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tidal cycle.  
MPB production in spring tide was relatively higher than neap tid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mary production and physical parameters of irradiance and temperature in situ averaged at 10 
min intervals from mooring records was clearly shown.  During the neap tide, the site was exposed 
in the early morning and late afternoon, when the irradiance and temperature were relatively low. 
In contrast, during the spring tide, the site was exposed at noon, when the irradiance and 
temperature were high.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kocea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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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동 원소 탄소(δ13C)  질소(δ15N)를 이용한

실뱀장어의 먹이원 분석

김정배, 이원찬, 김
1

, 성기백
2

, 최희구, 황학빈, 홍석진, 김형철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1

략연구단, 
2

앙내수면연구소

  실뱀장어의 먹이원 분석을 하여 2012년 4월에 산강, 강  한강 하구에서 채포되는 실

뱀장어와 먹이에 하여 조사 분석 하 다. 군산의 경우 강하구 둑을 경계로 수심이 

3.0-8.0m되는 지역 이었고, 표· 층간 수온  염분값이 차이를 보 다. 목포는 산강 하구에

서 수심이 5.2-21.4m되는 지역 이었고, 염분값이 군산지역 보다는 매우 높은 값을 보 다. 

산강 하구  강 하구에서 채포한 실뱀장어의 평균 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한강 하

구에서 채포한 실뱀장어는 유의하게 컸다. 산강 하구, 강 하구  한강 하구에서 채포한 

실뱀장어의 평균 습 량, 건 량  수율은 세 지역에 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서해 연안에서 채포된 실뱀장어의 안정동 원소 비 값은 산강, 강  한강 하구에서 지역

인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채포되는 실뱀장어의 먹이원으로 추정되는 입자

유기물질을 채포지역과 동 국해역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먹이원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뱀장어 양식산에 한 안정동 원소 값을 분석한 결과 탄소값은 높지 않으나, 질

소값은 매우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뱀장어와 사료간의 양단계별 증가비 내에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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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parasitic dinoflagellate Amoebophrya infecting 

Cochlodinium polykrikoides

              

김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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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길
2

1
남 학교 기 과학연구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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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s of the genus Amoebophrya are known to infect a number of free-living 

dinoflagellates, including harmful algal bloom species. The wide spread genetic diversity of 

the parasite has been discovered over the past decade by culture-independent methods. In 

August and October 2012, we observed Amoebophrya epidemics during two bloom events 

of the dinoflagellate Cochlodinium polykrikoides along southern coast of Korea. 

Microscopic observations and molecular sequence data revealed that the dinoflagellate host 

was infected by two different parasites. Phylogenetic analyses showed that the two 

parasites were not nested in the previously recognized “Amoebophrya clade”, which 

contained sequences from culture or single-cell analysis. Instead, they fell within 

uncultured novel Syndiniales group(UNSG) II, as well as were placed into two distinct 

clades with environmental sequences of UNSG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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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공급 중단시 와편모류 Amylax triacantha의 은편모류 

기원 절취 색소체의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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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 학교 해양학과

내부 조류 공생체 는 먹이생물로부터 획득한 색소체를 통해 합성하는 상을 양 획

득(acquired phototrophy)이라고 한다. 양 획득을 하는 와편모류는 재까지 약 10여 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와편모류 종들의 부분이 은편모로부터 기원한 획득된 색소체

를 가지고 있다는 이 특징 이다. 와편모류 Amylax triacantha 한 세포 내에 은편모기원의 

획득된 색소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나(Koike and Takishita 2008), 어떠한 과정 

 기작을 통해 획득하 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이다. 최근 본 연구 에서는 와편모류 

A. triacantha가 해양 혼합 양성 섬모류 Mesodinium rubrum을 섭식하고 이 과정에서 은편모

류 기원의 색소체를 획득한다는 을 밝 낸 바 있다(Park et al. in press). 그러나 이 과정에

서 획득된 색소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A. triacantha 내에 존재하며, 합성 으로 얼마나 오랫

동안 기능을 하는지에 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 들을 해

결하기 해서 기에 M. rubrum을 충분히 공 시킨 후 먹이를 제거하여, 굶은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학  형 미경, 자투과 미경(TEM), Pulse-amplitude modulation을 이용하

여 색소체 개수의 변동과 합성능력을 측정하 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발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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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저층냉수괴 해역의 환경 요소에 의한 

음향 산란층 수직 이동 분포 특성

Vertical distribution of sound scattering layer by 

environmental factors around the Yellow Sea Bottom Cold 

Water

이형빈, 김미라, 강돈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센터

 황해 저층냉수괴(Yellow Sea Bottom Cold Water, YSBCW)는 동계 시기 형성된 냉수가 하계시

기 황해 중앙골을 중심으로 저층에 고립된 형태의 수괴이다. 이 냉수괴는 생물학적으로 황해 

유용어종의 먹이원인 동물플랑크톤의 하계시기 피난처로 알려져 있다. 동물플랑크톤과 소형어

류(Nekton)로 구성된 음향산란층(sound scattering layer, SSL)은 환경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생

존 전략을 가지며, 특히 일주기 변동(diel vertical migration, DVM)은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단기적 또는 계절별 환경 변동성이 심한 YSBCW 해역에서 환경 요소에 따른 

SSL의 DVM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SSL 자료와 환경 조사는 2012년 춘계 시기(4월)와 하계 시기(8월)에 각각 YSBCW 한국쪽 해역

에서 실시하였다. 음향 조사는 과학어군탐지기(BioSonics DT-X, 38&200 kHz)를 이용, 정점 별로 

20~30분 동안 정지 관측을 실시하였고, CTD 및 채수를 통해 환경 자료를 획득하였다. 측정한 

환경 요소 가운데 수온과 총 부유물질 (TSS) 분포 특성 위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황해저층냉수대 해역에서 SSL의 DVM은 춘계 시기의 경우 전 층에 걸쳐 DVM이 형성되었

으나, 하계 시기에는 높은 표층 수온 (>25°C)으로 인한 강한 수온약층 형성 때문에 DVM은 수

온약층 하단부-해저면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형성되었다. 부유물질의 경우 춘계, 추계 모든 시

기에 걸쳐 주간의 하강 수심은 TSS가 높은 수심대까지만 하강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황해에서 SSL의 DVM은 수온 구조 이외에 총 부유물질에 양이 큰 수층 또한 

DVM의 이동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과제

(PE99165)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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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cloning, characterization and expression 

analysis of lipopolysaccharide-induced TNF-a factor 

(LITAF) gene from rock bream

 

채 선1,2, 김하나1,2, 김주원1, 황성돈1, 정지 2, 심원 2, 박찬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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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ipopolysaccharide-induced TNF-a factor (LITAF) is an important cytokine to 

regulate the innate immunity which plays major roles in regulating inflammatory, apoptosis 

and immune related genes. In this study, we identified and characterized rock bream  

(Oplegnathusfasciatus) LITAF gene. The full-length cDNA of LITAF1 and LITAF2 consist 

of 163 and 138 amino acids with a conserved LITAF domain that contain Zinc (Zn2+) 

binding structure and two of CXXC motif by multiple alignment. The expression analysis 

of LITAF1 mRNA in various tissue were performed using Quantitative real-time PCR. The 

highest mRNA expression level was detected in intestine. On the other hand, mRNA 

expression of LITAF2 was detected in gill. In the expression analysis, mRNA expression 

level of LITAF1 was significantly induced when infected with E. tarda, whereas, the 

expression level of LITAF2 was induced by infection of S. iniae. LITAFs could  be 

induced by LPS (lipopolysaccharide), Gram-negative bacterial outer membrane. LITAF2 

was induced by Gram-positive bacterial, S. iniae. LITAF1 and 2 of rock bream has 

important roles in infection such as activation of TNFSF (tumor necrosis factor 

superfamily) 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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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산업화를 위한 우수 해양미세조류 종주 선별연구

              

박재연1, 윤은영1, 김형섭2, 문승주1, 안상현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1,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2

  미세조류는 화장품, 건강식품, 단백질 사료 등의 개발에 원료 뿐 아니라, 최근에는 CO2 고

정과 수질정화와 같은 환경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세조류는 단  면 당 Oil 생산

량이 육상식물에 비해 30배 정도 높아서 바이오 연료 개발에 까지 매우 폭넓은 분야에 이용

되고 있다. 

  미세조류의 산업화를 한 우수 종주, 특히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종주의 확보

를 확보하는 것은 종주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교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우수종주의 개발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연안에서 자생하는 우수 종주를 확보하기 하여, 국내에서 20여종의 종주

를 분리, 단종배양체를 확립하고, 우수한 종주  량배양이 우수한 종주를 선별하기 해 

종주 분석을 실시하 다.  한 기존 종주와의 비교를 하여 UTEX에서 분양받은 종주 등을 

비교분석 하 다. 

  본 연구 이 분리한 종주는 DNA 분석 결과 주로 Chlorella  spp., Rhodomonas  spp, 

Nannochloropsis  spp., Pleurochrysis  spp., Storeatula  spp. 등이었다.  종주를 20℃, 연속  

환경에서 배양하 을 때, 성장률은 0.369 – 0.800 d
-1
 로 나타났다. 연속 배양하여 지방함량변

화를 찰한 결과 Chlorella  sp. 가 단  생물량 당 가장 높은 지방함량을 나타냈다. 지방성분 

분석한 결과 Rhodomonas duplex는 PUFA의 함량이 78.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Chlorella 

spp.에서는 Monosaturated FA가 29.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우수종주는 향후 미세

조류 산업화에 원재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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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AhR-mediated activities in Sediment 

from Pohang A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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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occurrence and distribution of dioxin-like contaminants in 

sediment from Pohang area, a total of 16 sediments at 8 sites were collected (in 2011) and 

examined. The study employed combined quantitative chemical analyses of target chemicals 

(dioxins, furans, PAHs, and dioxin-like PCBs) and in vitro H4IIE-luc bioassay. Significant 

dioxin-like activity was observed for the organic extracts from industrial and municipal areas 

indicated most of the dioxin-like chemicals were orignated from surrounding activities. In 

general, H4IIE-luc responses were strongly correlated with concentrations of target compounds, 

and qualitative mass balance analysis indicated that instrumentally derived TCDD equivalents 

(TEQs) explained about 80% of bioassay-derived TCDD equivalents (TCDD-EQs). Among the 

target chemicals measured, some penta-chlorinated dioxin and furan compounds appeared to 

account for majority of dioxin-like activities associated with sediment samples. Looking at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compounds, the sources of such dioxin-like activities were mainly 

originated from the local activities associated with iron and steel making plant. Comparison of 

current study to that given 10 years (in 2001) before in Pohang area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between chemical compositions and concentrations as well as the degree of biological 

responses associated with drastic increase of transport amount of chemicals from Pohang City. 

Overall, the combination use of instrumental analyses and in vitro bioassay was useful and 

rapid screening tool to characterize the causative agents and/or potential toxic compounds 

presented in Pohang area.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kocea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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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ute Toxicity of Iranian Heavy 

Crude Oil on the Black Rock Fish, Sebastesschlegelii 

Immune Response

김하나, 채 선, 정지 , 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cute toxic responses played by the innate immune system 

depend on which metabolic pathway was induced after exposure to crude oil. We exposed 

juvenile rockfish to spilled crude oil (Iranian Heavy Crude Oil; IHCO in gelatin capsules) 

from the “Hebei spirit” oil spill by feeding. The effects on multiple fish hepatodetoxification 

enzymes (Cytochrome P4501A and GST) and the expression level of the immune response 

genes, including interleukin-1beta (IL-1β),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G-CSF) 

and Cathepsin L (CTSL), were measured in the liver, spleen and kidney. The oil-fed fish 

had significantly higher concentrations of biliary fluorescent metabolites and CYP1A 

expression during the initial stage after exposure (12~48 h after exposure) than those in 

the liver and kidney of the control group. Similarly, the highest mRNA expression levels of 

IL-1β and G-CSF were detected in the liver at the early stages of exposure (12 h after 

exposure). Following exposure, the levels of ISG15 and G-CSF mRNA remained high at 

120 h after treatment in the liver but the levels of IL-1β and CTSL gradually decreased to 

an expression level equal to or less than the control group. Our data suggest that the 

innate immune and hepatodetoxification responses in oil-fed fish were induced at the initial 

stage of exposure to the IHCO at the same time but several immune-related genes 

decreased to les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fter the initial stage of response. The 

cumulative mortalities were calculated everyday post-bacterial challenge. A significant 

increase in fish mortality was also observed in oil exposure group compared to the sham 

group. Therefore, immune disturbances in fish exposed to IHCO may allow the pathogens, 

including the infectious diseases, to more easily affect fish. 

 

Acknowledge: This research was a part of the project titled "Oil spil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PM56951)" fun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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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f biochemical 

responses in resident fish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정지 , 채 선, 김하나, 하성용, 임운 , 김문구, 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류유해물질 연구단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7th December, 2007), many marine 

species were found dead on rocky shores and beaches. More than 8,571 ha of 

land-based fish aquaculture facilities were affected by the crude oil. Hatching 

success rate in rockfish and flatfish declined to lower than 50% in local field for 

artificial seedling production immediately after the spill. There was continuing 

controversy about the impacts of residual oil (NFRDI, 2009). In the study, biliary 

PAH metabolite and hepatic biomarkers in pelagic and benthic fish was 

monitored in contaminated and reference site after oil spill. Concentrations of 16 

PAHs and alkylated PAHs in fish muscle were highest (22.0 ng/g d.w. for 16 

PAHs and 284 ng/g d.w. for alkylated PAHs) at 5 days after the spill and then 

decreased rapidly to background levels at 11 months after the spill. Fish from 

the oiled site had elevated biliary PAH metabolite concentrations and hepatic 

detoxification system immediately after the spill; these declined steadily in both 

species. However, biological response (enzyme induction/inhibition) were 

fluctuated with PAHs levels, e.g. whenever a secondary release occurred. The 

high correlation rate between the CYP 1A hepatic detoxification system and 

PAHs degradation was shown by biliary PAH metabolites in both species. 

Regarding our results of detoxification response, markers of Phase I followed a 

similar trend in accordance with levels of biliary metabolites, while markers of 

phase II and GST appeared relatively 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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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microbial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sulfate-methane transition zone (SMTZ) of 

the gas hydrate-bearing sediment in the Ulleung 

Basin in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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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investigated microbiological parameters (diversity and abundance of dsrAB gene 

and mcrA gene, and prokaryotic composition based on 16S rRNA gene) to characterize 

microbial communities associated with biogeochemical parameters (sulfate reduction rate 

(SRR) and the distribution of CH4, SO4
2-

, CO, and H2) in the sulfate-methane transition 

zone (SMTZ) of the gas hydrate-bearing sediment in the southwestern continental slope 

of the Ulleung Basin (UB) in the East Sea. From the profiles of SO4
2-

and CH4, the 

SMTZ was clearly defined between 0.6 and 1.4 mbsf. Highest peaks in sulfate reduction 

rate (12.6 nmol cm-3d-1 at 0.65 mbsf), carbon monoxide (83 μM), gene copies of dsrA 

(6.2 x 10
6

 copies cm
-3

 at 0.5 mbsf) and mcrA (11.6 x 10
6

 copies cm
-3

 at 0.8 mbsf) were 

appeared within the SMTZ. We suggest that CO in the SMTZ might be one of 

intermediate metabolic products of AOM independent sulfate reduction, which is rapidly 

consumed by CO oxidizer coupling to sulfate reducer. Bacterial communities were 

dominated by members of the uncultured candidate division JS1 (59-66.7%) group and 

Chloroflexi (9.2-21%) of total bacterial clones. The uncultured candidate division JS1 

group might be responsible for breakdown of organic matter in the SMTZ of the UB. 

Both Deep-Sea Archaeal Group (10-45%, DSAG/MBGB) and Marine Benthic GroupD 

(40-52%, MBGD) appeared to be dominant archaeal groups associated with the AOM. 

Analysis of functional gene analysis revealed that ANME-1-related phylotypes appeared 

to be the major CH4 oxidizer where as novel Firmicutes-like group was a predominant 

sulfate reducing bacteria (SRB) in the 0.8 mbsf in SMTZ with low SO4
2-concentration. 

Overall results indicated that together with ANME/SRB consortia known as common 

microbial composition of SMTZ, abundant facultative sulfate reducers (JS1) and two 

major archaeal groups (DSAG/MBGB and MBGD) seem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biogeochemical process associated with AOM in methane hydrate-bearing sediment of 

the 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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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생물 접합모델을 활용한 굴 복원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김충기1, 박경2

1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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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과 굴 초는 연안생태계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굴 개체의 시․공간적인 이동은 유생시

기에만 일어나며, 굴 유생 이동경로에 대한 이해는 굴을 복원 및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측 및 수치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멕시코만 북쪽에 위치한 모빌만과 미시시피 연

안해역에서 굴(Crassostrea virginica) 유생들의 이동 및 분포 특성을 연구하였다. 먼저 해수의 물리적 

수송과 유생들의 생물학적 움직임, 생태특성을 고려한 3차원 굴 유생 이동경로 예측모델을 개발 하였

다. 연구해역에서 관측된 새끼 굴 및 유생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감소하는 분포를 보였고, 굴 유생 이

동경로 예측모델은 관측된 분포를 잘 재현하였다. 연구해역에서 90% 이상의 굴 수학이 일어나는 시달

포인트에서 방류된 유생들이 연구해역에서 굴들의 공간적인 분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고, 해수의 물리적인 수송 작용이 굴 유생의 분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모빌만 입구에 

위치한 수로를 통한 해수의 플러싱 작용이 굴 유생의 동-서 방향  이동을 제한하였고, 이는 동-서쪽에 

위치한 굴 개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제한하였다. 계절에 따른 바람 및 강수의 유입변화는 굴 유생

들의 이동 및 분포를 변화 시켜 새끼 굴들의 계절별 분포를 결정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홍수는 

굴들의 가입 기간 동안 언제나 일어 날 수 있었고, 이는 시달포인트 및 미시시피사운드로 굴 유생이 공

급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굴 유생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라앉는 특성은 더 많은 굴 유생들이 방류

지점 부근에 억류되도록 하였다. 이런 결과는 굴 유생의 생물학적 움직임이 굴 개체의 지역적인 가입

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굴 유생의 생물학적 움직임은 해수의 물리적 수송 작용에 의

해 결정된 굴 유생의 전반적 분포를 바꾸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굴 유생의 이동 및 분포를 지배하는 

물리적 및 생물적 작용들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켰고,  미국 남부 하구역에서 굴 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
공간적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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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서비스 개념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Natural Capital Project-InVEST 소개)
            

김충기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Natural Capital Project는 스탠퍼드대학, 미네소타대학, WWF, TNC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지

구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환경서비스/생태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개발 

및 보전 정책에 활용하는 환경분야의 대표적 융합 프로젝트이다. Natural Capital Project는 지구

환경 서비스의 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InVEST: Integrated Valua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Tradeoffs)을 개발하였고 정책결정자나 이해당사자들이 환경서비스 

기반의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주요 하구역에서는 InVEST를 활용하여 육상 개발정

책에 기인한 인접 해양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육상-해양 연결 프로세스에 대해 연구하였다. 멕

시코만 및 카리브해역에서는 연안서식생물 복원을 통한 침식 및 범람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에 적용되고 있다. InVEST-해양신재생에너지 모델은 해상풍력 및 파랑에너지의 활용과 인간

의 해양활동이 공존 할 수 있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사용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Natural 

Capital Project에 대한 소개와 함께, InVEST모델의 적용사례를 보여주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적용 가능성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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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

Architecting Researches for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Saemanguem Coastal Area 

              

남정호, 장원근, 한기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새만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발 과 환경보 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아

왔다. 정부는 개발에 따른 환경 향 조사를 해 2002년부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새만

 환경보 을 한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 으나, 2011년을 끝으로 새만  해역에 한 연구개

발 사업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최근 새만  환경 책분과 원회는 새만  방조제 외해역에 한 정

부 차원의 책 마련이 어도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새만  외해역이 재  장래의 해양환경 안을 분석하고, 안 해결을 한 연구개발  

추진 계획 수립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새만  외해역의 해양환경 안해결을 한 조사 

 연구개발 사업은 ‘진단·평가’, ‘ 측’, ‘ 감· 리’의 3개 분야 8  과제로 구분되었다. 동 연구개

발사업은 새만  개발사업의 제1단계 공정이 완료되고 사후 리가 필요한 2023년까지 추진될 필요

가 있으며, 소요 산은 327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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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자원 정보표 화  통합DB구축

(Standardizing marine life resource information

and integrating DB construction)
              

윤훈주, 정호

(주)선도소 트

1) 상 데이터베이스 범  정의

 가) 해양수산부 소 기 과 국내외 시스템에 한 정보연계  자료수집 상 선정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황과 웹서비스 상태를 검하여 해양수산부 소 기   국내외 시

스템의 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범 를 명확히 정의하고, 구축된 자료에 한 효

율 인 검색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목표시스템 구축

2) 해양생명자원 정보표 화 확립

 가)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에 합한 표 으로부터 기 항목을 선정하고 문가의 자문  설

문을 통하여 의견 수렴한 데이터등록표 을 바탕으로 용어정의서 작성  정보표 화 

지침 작성

3)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 제시

 가) 해양생명자원 활용정보DB 구축에 의한 연  검색  분석 서비스 제공

 나) 해양생물표본확보사업, 한국해양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한국해양생물지리 정보시스템,  

해외생물자원확보연구단과의 정보연계 방안 제시

 다) 교육, 연구,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정보에 한 데이터를 표 화하여 활용정보 데이터베이

스 구축하고, 련문헌  동향 정보까지 검색 가능한 포털시스템 구축

4) 통합DB 업데이트  응용시스템 고도화

 가) 해양생명자원 정보시스템의 안정 인 운   GIS서비스, Mobile서비스 등 을 해 소

트웨어, 하드웨어의 추가도입  응용 로그램의 확  개발

5)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가) 교육, 연구, 산업용 활용정보 데이터베이스 표 화.

 나) 해양생명자원 련문헌  동향 정보 검색 가능한 포털시스템 구축

6)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문서비스 제공

 가) 해외시스템과의 연계를 한 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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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의 

스마트패드용 GIS 서비스 개발 

(Development of the SmartPad GIS Service of 

Korea Ocean Bio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박수 ・백상호・김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출 정보와 종정

보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하여 2007년부터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Korea Ocean 

Bio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구축, 운 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해양생물학자들과의 자

료 공유를 목 으로 KOBIS 웹사이트(http://kobis.kiost.ac)와 모바일 웹사이트

(http://kobis.kiost.ac/mobile)를 운 하고 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한 

아이폰용 APP과 안드로이드용 APP을 개발하여 배포하 다.

 Diagram of Ubiquitous bio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for 

useful/harmful marine organisms.

      

이러한 정보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2012년에는 SmartPad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개발하 다. 다양

한 유무선 정보통 신 망 을  활 용하 여  장 에 서 직  분 석 정보를  검 색 , 확 인 하 고  이 를  입 력 할  수 

있 는  장  정보검 색 /입 력  모 듈 을  개발하 으 며  실 시간 으 로  음 향 탐 지정보를  수 집 하 여  이 를  제

공 할  수  있 는  시스템도  구 축 하 다 . 

장에서의 정보 제공 서비스는 상지역에서 과거 출 한 생물종들을 조회할 수 있는 지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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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별한 생물의 종 정보  과거 출 정보를 즉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종 검색 기능을 구

하 다. 최신 모바일 기술인 JqueryMobile과 HTML5를 이용하여 베이스맵을 GooleMap으로 하고 

GoogleMap API와 Javascript를 사용하여 검색결과를 Point 는 Polygon으로 표출하 다. 자료 달

포맷은 구조가 단순하여 한 번에 많은 자료를 보낼 때 XML보다 유리한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형식을 사용하 다. 서버부터 받은 JSON 데이터에서 GIS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 

JavaScript 기반의 싱 로그램을 내부기능에 추가하 다. 싱된 GIS 정보는 종정보와 같이 자동으

로 맵에 추가하도록 구 하 다. 

장 측정보 입력모듈도 구 하 다. 장에서 수집/ 별한 종정보를 측일시, 정 , 채집방법

과 같은 채집정보와 함께 즉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으로 특히 사용자들은 추가 측정 없이 디바이

스의  GPS 치정보와 시간정보를 용하여 측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보낼 수 있도록 하

다. 디바이스 고유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PhoneGap 솔루션을 사용하여 Hybrid App 방식으로 구

하 으며 서버와 스마트패드 단말기간의 통신방식은 Jquery를 사용한 Post방식을 사용하 다. 

 실시간음향탐지정보 서비스는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조 련 음향탐지정보를 서버로 

송 받아 실시간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구 하 다. 즉 장에서 부이를 통해 측정한 음향탐지 

결과는 실기간으로 DB에 장되고 이는 스마트 패드를 통하여 서비스 된다.  특히 음향탐지 수

치값은 ChartFX 컴포 트를 사용하여 차트 이미지로 제공하여 재의 상태뿐 아니라 과거 시간

별 변화상황도 살펴볼 수 있게 하 다. 

Data Search Result and Acoustic Detection Data Service for SmartPad.

   

 

이번에 개발된 KOBIS 스마트패드용 GIS 서비스는 해양 측 장에서의 자료입력, 검색기능을 통

해 정보유통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음향탐지정보의 실시간 유통은 보발생정보의 조기 활

용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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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자 참여형 클라우드 WebGIS

오정희, 최현우, 김태훈, 윤동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욕구에 따라 좀 더 전문적이

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기반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연구

자들이 필요한 공간정보의 활용 및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콘텐츠와 기술적인 측면

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해양연구업무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상용서비스는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연구자들이 실무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를 손쉽게 다루고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참여형 클라우드 WebGIS 서비스 시스템을 

KIOST 인트라넷용으로 개발한 사례이다. 본 시스템은 해양관련 기본레이어, 참조레이어, 수

심분석도 등 60여개의 해양공간데이터셋이 RDBMS 형태로 구축되었으며 GIS 일반기능, 

Surfer 사용자를 위한 해안선 점자료 추출, 조사자료의 가시화를 위한 주제도 제작, 조사계

획도 제작, 수심추출 등 실무에서 빈도가 높은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WebGIS에서 구축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생성한 작업결과를 서

버공간으로 업로드하여 재사용, 변경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서버공간에 저장된 정보를 로컬PC

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그동안 해양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익혀 제작하였던 

Basemap, 조사정점도, 주제도, 수심도, 자료관리 등 제반 해양연구업무를 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해양연구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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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의 역할, 해양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최 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GIS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cience, GIservice 등으로 진화되어 왔으며(1), 최

근에는 indoor GIS가 부각되면서 공간정보과학(spatial information science)으로 정의되고 있

다. 치기반 객체를 벡터( , 선, 면 )와 래스터(격자) 데이터로 다루는 GIS는 공간정보의 체

계 인 리를 한 공간DB, 다양한 지도타입을 이용한 효율 인 가시화를 비롯해 지리 , 생

물 , 물리  상의 공간 계, 패턴, 로세스 등을 과학 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공간분석(2)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 와 기능이 넓고 다양하다. 이러한 GIS 기술을 최근 10년간 다양한 주제

의 해양연구 로젝트에 용해 본 결과, 해양연구의 기 단계에서는 조사 정 의 지선정을 

한 공간계획, 진행단계에서는 조사자료 리를 한 DB구축, 그리고 간단계 이후부터는 

DB의 자료로부터 탐색  자료 분석을 한 가시화, 해양 상의 공간 인 분포  변동패턴을 

정량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간분석 등에 유용함을 확인하 다. 즉, 공간정보기술인 GIS를 통

해 해양연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기반에서 해양의 문제를 해결 가능함으로

써 연구자의 시각 한 확 될 것으로 기 한다. 더불어 해양연구의 각 단계별 GIS의 역할을 

정립함에 따라 해양과학과 GIS기술의 융합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1. Longley, P.A. and M. Batty, Advanced Spatial Analysis, The CASA book of GIS, ESRI press, 2003.

2. Shekhar, S. and S. Chawla, Spatial Databases: A Tour, Prentice Hal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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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tructure and molecular phylogenetic 

position of Heteronema exaratum Larsen and 

Patterson 1990, a phagotrophic euglenid 

(Protist)

Won Je Lee1, Alastair G. B. Simpson2

1Department of Urban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2Department of Biology, Dalhousie University, Halifax, NS, Canada 

  Heteronema is a commonly encountered genus of phagotrophic euglenids, but 

contains two very different types of cells; i) elongate, gliding types (e.g. H. 

leptosomum) and ii) oval, ‘skidding’ types (e.g. H. exaratum). We present a 

broad-ranging microscopic and molecular analysis of the first known culture of a 

skidding type (H. exaratum), which we isolated from intertidal marine 

sediment. 18S ribosomal DNA (rDNA) phylogenies indicate that this strain is 

specifically related to a solitary H. exaratum-like cell sequenced recently by 

single-cell PCR, and confirm that skidding heteronemids are not related to the 

elongate, gliding Heteronema scaphurum, instead branching as sister to primary 

osmotrophs. We report the first SEM/TEM data for a skidding heteronemid, 

especially pellicle morphology, flagellar substructure, and feeding apparatus 

organization.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a division of the genus Heteronema 

is being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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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에 출 하는 합성 섬모류 Mesodinium rubrum 

- 생물량 분포  먹이사슬 구성생물 간의 상 성 -

박종우1, 김형섭2, 오미령3, 윤석 1, 박경우1, 이원호3

1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2군산 학교 해양생물공학과

3군산 학교 해양공학과

  잠재  부 양 수역인 양만의 9개 정 에서 2012년 8, 10월, 2013년 1월에 식물 랑크톤 

 원생동물 랑크톤의 출  종별 생물량 조사를 실시하 다. 양만과 같은 비교  작은 크기

의 수역에서 10여 개의 정 의 시료를 채취·분석한다 하더라도, 매번의 단 1회 자료만으로는 

식물 랑크톤과 원생동물 랑크톤 사이의 상호 련성을 유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총 3

회의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우 그룹 간의 상 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양

만의 수온  염분의 분포는 정 과 계 에 따라 극심한 변화를 나타내어, 온  하구역의 종단

선에 배열된 정 들에서 상할 수 있는 형 인 유형을 보 다. 총 식물 랑크톤과 총 원생

동물 랑크톤의 생물량은 일반 인 피식자와 포식자 사이의 계를 나타내었다. 원생동물 랑

크톤이면서 동시에 일차생산자 역할을 하는 합성 섬모류 Mesodinium rubrum의 포식자  

피식자들은 M. rubrum을 심으로 하는 섭식 계를 반 하는 종별 생물량 분포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1) M. rubrum의 생물량은 은편모류의 생물량과 서로 양  상 계를 보여, 기존의 

배양실험으로 밝 진 바와 같이 은편모류가 M. rubrum의 성장에 필요한 피식자임을 시사하

다. 2) M. rubrum의 생물량은 Tintinnids 총 생물량  Gyrodinium 총 생물량과도 역 계를 

나타내어, 이들의 피식자임을 암시하 다. 3) 특히, 번의 분석에서 Dinophysis의 포식자인 

Protoperidinium의 생물량과 M. rubrum 생물량이 서로 양  상 성을 나타낸 것은 

Mesodinium-Dinophysis-Protoperidinium 간의 먹이사슬 계를 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보

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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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sulfate-reducing communities 
using dissimilatory sulfite reductase (dsr) gene in the 

finfish (rockfish and seabream) aquaculture farm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최아연, 조혜연, 김보미나, 신재 , 정호
 한양 학교 해양융합과학과

 The sediment under caged finfish farm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high organic loading 

resulting from uneaten fish food and fecal materials, which accelerates anaerobic 

mineralization of the organic matter such as sulfate reduction mediated by sulfate-reducing 

bacteria (SRB). We investigated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biogeochemical conditions, SRR 

and the abundance and diversity of SRB in the fish farm environment using dissimilatory 

sulfite reductase (dsr) gene. H2S and NH4
+

 in porewater of the farm sediment (11.8 mmol 

S m-2, 106 mmol N m-2) were respectively 19 and 1.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site (0.62 mmol S m
-2

,
 

72 mmol N m
-2

). Accordingly, the SRR was 19 times higher at the 

farm site (118 mmol S m
-2 

d
-1

) than at the control site (6.2 mmol S m
-2 

d
-1

). 

Depth-integrated prokaryotic cell number estimated from 16S rRNA gene copy number was 

similar at both sites (16.9 x 10
14 

cells m
-2

,
 

23.3 x 10
14 

cells m
-2

, respectively), but the 

abundance of SRB estimated from dsr gene copy number was 1.8 times higher at the farm 

site (1.8 x 1014 cells m-2) compared to the control site (1.0 x 1014 cells m-2). Composition of 

SRB communities revealed from the dsr gene libraries appeared similar at both sites. The 

most predominant members of SRB were affiliated to Syntrophobacteraceae group (54% 

and 65% of total dsr gene at the farm and control sites, respectively) that is known to 

degrade propionate using sulfate as an electron acceptor. The second dominant SRB group 

(32% and 25% of total dsr gene clones at farm and control sites, respectively) was closest 

to the clone TopDsr59 in Pearl River sediment (similarity, 87%), and was not affiliated to 

known SRB. Desulfobacter-Desulfobulbus was detected as third dominant group (13% and 

10% at the farm and control sites, respectively). Overall, fish farm sediment was 

characterized by remarkably reduced geochemical condition and enhanced abundance of 

SRB and SRR. Predominance of incomplete organic matter oxidizing SRB (i.e., 

Syntrophobacteraceae and Desulfobulbus) further indicated that microbial composition of 

SRB at both sites were highly affected by excess loading of artificial organic matter such 

as fish food.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평택항에 우 하는 모악류 Aidanosagitta crassa의 

유형별 시공간 분포

              
신아 ¹, 서호 ¹, 서민호², 신경순²

¹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환경해양학과, ²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평형수센터

  모악류는 열 해역에서 극해역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해양에 범 하게 분포하는 분류군

으로, 해양부유생태계에서 2차 포식자로서 요한 생태  지 를 차지하고 있다. 그 , 한국 

 일본 연안에 우 으로 출 하는 Aidanosagitta crassa (Tokioka, 1938)는 생태학  요

성에도 불구하고 형태 으로 세 가지 유형(C, N, I 유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항에 출 하는 모악류  다른 분류군에 비해 출 빈도가 높지만, 형태

으로 분류학  혼란이 있는 Aidanosagitta crassa의 유형별 시공간분포를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평택항의 내측과 외측에서 사계  조사를 실시하 다. 동물 랑크톤 시료는 선상에

서 NORPACT net(망목 220 ㎛, 직경 45 cm)로 수직채집 하 고, 채집 즉시 포르말린으로 고

정하 다. 모악류의 출  개체수는 연평균 2543 indiv./10m³로 조사 정 에 따라 큰 차이를 보

다. 유형별 시공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C 유형은 겨울에 조사 해역에서 최우 하 으나, 

과 여름에는 출 하지 않았으며, 가을에 N 유형과 함께 차우 군으로 .출 하 다. N 유형은 

여름과 가을에 최우  하 으나, 겨울과 에는 출 하지 않았다. I 유형은 여름에만 출 하

다. 그러나 계 별 각 정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 유형과 환경요인의 상 성을 알아보

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C 유형은 수온과 음의 상 계를, chl-a과는 양의 

상 계를 보 다(p<0.01). 반면, N 유형은 수온, 그리고 I 유형과 양의 상 계(p<0.01)를, 

염분과 chl-a에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각각 p<0.01, p<0.05). I 유형은 chl-a를 제외하고

는 N 유형과 비슷한 상 계를 보 다. 

  와 같은 결과는 평택항에 우 하는 Aidanosagitta crassa의 출 특성이 환경요인에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형 간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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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산 인공 실뱀장어(Anguilla japonica)의 생산  특성

1. 렙토세팔루스에서 인공 실뱀장어로의 변태 과정

김 , 김신권, 이배익, 김정배1, 김응오2, 김경길

국립수산과학원 략연구단, 어장환경과1, 략양식연구소2

   극동산 뱀장어, Anguilla japonica의 양식용 종묘는 자연산 실뱀장어 자원에 의존하기에 매

년 실뱀장어 채포량에 따라 종묘 가격이 결정되며, 최근 기후변화  남획 등에 의해 실뱀장어 

채포률이 극감하 다. 한편 세계 각국은 자국 뱀장어 자원 보호와 산란장 조사  인공 종묘 

생산에 련 연구를 시작하여, 일본만이 2001년 극동산 인공 실뱀장어 생산, 2010년 완 양식 

(2세  실뱀장어) 성공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자연산  암컷화 유도 양식산 뱀장어 친

어를 이용하여 인  성성숙 유도에 의해 얻은 각각의 알을 동일한 정자로 인공 수정시켜 생

산한 자어들을 상어알 기반의 개량 액상사료를 공 하여 인공 실뱀장어까지 사육한 결과를 보

고하고자 한다. 자연산 암컷에서 생산된 렙토세 루스 유생은 부화후 30일째 11mm, 120일째 

34.5mm, 192일째 43.1mm, 234일째 53.2mm로 성장하 고, 렙토세 루스 10마리  256일째 실

뱀장어로 변태하기 시작하여 재 2마리를 사육 이며, 암컷화유도 양식산에서 생산된 렙토세

루스 유생은 부화후 30일째 10mm, 120일째 35mm, 192일째 44.2mm, 234일째 55.6mm로 성

장하 고, 렙토세 루스 16마리  256일째 실뱀장어로 변태하기 시작하여 재 4마리를 사육

이다. 본 연구 결과 자연산  암컷화유도 양식산에서 생산된 각 렙토세팔루스의 성장·생존률

의 차이  실뱀장어로의 변태에는 두드려진 차이 이 없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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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pecies of the Genus Okenia (Mollusca: 

Gastropoda: Nudibranchia) New to Korea

Daewui Jung
1

, Jongrak Lee
2

, Chang-Bae Kim
1*

1Department of Green Life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Seoul 110-743, 

Korea
2

Marine Biodiversity Research Institute, INTHESEA KOREA Inc., Jeju 

697–110, Korea

During our continuous systematic study on Korean nudibranchs, two species of the genus 

Okenia were collected from subtidal zone of Korean coasts by SCUBA diving. These 

species were identified as Okenia hiroi (Baba, 1938) and Okenia japonica Baba, 1949 as 

new records from Korean waters. Species included in the genus Okenia was distinguished 

by several appendages on the both side of the body from species in the related genera. 

The diagnosis of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illustrations are provided here. In addition, 

molecular identification for supporting evidence of morphological identification was 

suggested based on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COI) gene sequences of 

thes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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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chondrial sequence analysis of the Nebalia, with 

description of a new species of Leptostraca 

(Malacostraca: Phyllocarida), from South Korea

Ji–Hu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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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Gi–Sik Min
1

1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Inha 

University, Incheon 402–751, South Korea

 Nebalia dolsandoensis n. sp. (Crustacea: Malacostraca: Leptostraca), is described from 

specimens taken in light traps from organic–rich harbors where the bottoms are muddy 

sand with many seaweeds in south and west coast of Korea. The new species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unique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an antennular 

flagellum with up to only nine articles in mature female; the fourth article of the antennule 

has up to four distal thick setae; pleonites 3 to 7 have rounded denticles along the 

posterior dorsal margins; the protopod of pleopod 4 posterior margin even; the uropods 

distinctly short, about 0.6 times as long as combined pleonite 7 and anal somite; the anal 

plates with noticeably broad lateral ‘shoulder’.

 Additionally, this paper compares Korean species and American species in the genus 

Nebalia by the partial sequence of the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CO1)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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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production rate and interannual variations of 

Paracalanus parvus (Copepoda: Calanoida)

장민철, 최근형, 길, 신경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평형수센터

1. INTRODUCTION

Marine small copepods are important mediators in marine food webs (Hirst and Bunker, 

2003; Turner, 2004). They often show a preference toward microzooplankton as food, even 

when suitably sized phytoplankton are available (Atkinson, 1996; Castellani et al., 2005). 

Short-term and long-term variations in their abundance can have important impacts on the 

dynamics of lower trophic levels. This is of importance given that many marine 

environments have been experiencing warming caused by climate change in recent decades, 

as warming can induce long-term changes in copepod abundance and community 

composition (Rebstock and Kang, 2003; Batten and Welch, 2004; Drinkwater, 2006; Hooff 

and Peterson, 2006; Wiafe et al., 2008).

Copepod population dynamics are determined largely by recruitment, which is measured 

most frequently as the egg production rate and hatching success, which can be limited by 

factors such as temperature and food quantity and quality (Corkett and Mcllaren, 1978; 

Checkley, 1980; Uye and Shibuno, 1992; Kimmerer et al., 2005). The eggs of copepods are 

thus an important parameter determining population growth, which shapes the population 

dynamics of marine copepods. 

Paracalanus parvus s.l. (hereafter P. parvus) is a neritic, warm calanoid copepod that 

broadcasts its eggs into the sea.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icle grazers in terms 

of biomass and production rate in many estuarine and coastal waters (Morgan et al., 2003; 

Islama et al., 2006; Sun et al., 2008; Moon et al., 2010; Lee et al., 2011). P. parvus ingests 

ciliates, dinoflagellates, and nanoflagellates in large quantities, in addition to phytoplankton 

(Suzuki et al., 1999; Wu et al., 2010), increasing phytoplankton growth by selectively 

ingesting protozoans (Jang et al., 2010). Feeding on microzooplankton such as ciliates and 

heterotrophic dinoflagellates is an important parameter for the egg production rate (EPR) of 

P. parvus (Vargas et al., 2007). The copepods also form a primary prey of larger predators 

such as Sagitta spp. (Giesecke and Gonzlez, 2008) and larval fishes (Nielsen and Munk, 

1998; Snchez-Velasco, 1998), Therefore, P. parvus forms an important link in carbon flow 

from microplankton to higher trophic levels in many temperate marine ecosystems.

P. parvus is one of the dominant copepods in the neritic waters of Korea and the northern 

East China Sea (Moon et al., 2010). Given its importance in terms of numerical abundance 

and trophic impacts on planktonic food webs, characterizing long-term fluctuations in the 

P. parvus population, as well as its reproductive rate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onditions,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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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present a year's worth of weekly or biweekly measurements of the P. 

parvus EPR and production estimates for an estuarine station with an inventory of the 

microplankton available as potential food for the copepod. We also explore a 10-year data 

set of observations of the population dynamics of P. parvus constructed from weekly or 

biweekly surveys conducted at the same site to characterize their seasonal and interannual 

dynamics in an estuarine water body.

2 . M ETH ODS

The study was carried out at a station in Jangmok Bay (34
o

59'38"N, 128
o

40'29"E) on the 

northern side of Geoje Island off the southern coast of Korea. The site connects to the 

southern shelf waters of Korea, which have undergone a significant rise in water 

temperature over the past decades (at a rate of 0.024℃ per year; MOMAF, 2010). The 

sampling station is located off a pier (Fig. 1), where the water has an average depth of 8.5 

m and a mean tidal range of 2.2 m. No river flows into the bay, but following rainfall, the 

bay receives water and suspended solids directly from nearby mountains.

Fig. 1. Jangmok Bay and the sampling site (experimental site) showing 

bottom depth contours (dotted lines).

Egg production rate

P. parvus females were collected at approximately 7-10 day intervals from August 2009 to 

July 2010, with a total of 44 collections made for EPR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station. In situ measurement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also taken using an Ocean 

Seven 319 CTD probe (Idronaut). Surface waters from a depth of 1 m were collected using 

a Niskin sampler to measure chlorophyll-a (Chl-a) concentrations, for which 0.5 L of 

seawater was filtered through 47-mm-diameter Whatman GF/F glass fiber filters and 

stored at -20℃ for further analysis in the laboratory. Chl-a concentrations were determined 

fluorometrically (10AU Fluorometer, Turner Designs) after extraction with 90% acetone for 



24 h in the dark (Parsons et al., 1984).

Microplankton samples were prepared by adding acid Lugol's iodine to 250 mL of seawater 

(5%, final concentration) and storing samples in the dark until analysis. Subsamples of 

50-100 mL were concentrated in sedimentation chambers for ≥48 h, and the concentrate was 

examined under an inverted microscope (Zeiss Axioplan2) at 100× to 200×. 

Live copepods were collected using a conical net (mesh size 200 ㎛, mouth diameter 45 cm). 

Healthy females were collected and three to five females were added to each of triplicate 

acrylic funnel style containers (500 mL), with a 45-㎛ mesh screen at the top and a 200-㎛ 

mesh screen attached at the middle, the latter being used to separate the eggs from females 

to minimize egg cannibalism. Eggs that passed through the 200-㎛ mesh screen were 

collected on a 45-㎛ mesh screen attached at the bottom of the containers. Post hoc 

examination of the 200-㎛ mesh screen showed no eggs remaining on the screen. The 

incubation chambers were held vertically in a larger transparent acrylic container into which 

seawater was pumped from below by a diaphragm pump to provide a constant in situ level 

of food to the copepods. The experimental chambers were submerged at 1 m depth at the 

pier. Eggs were recovered after about 24 h of incubation and examined under a dissecting 

microscope (Zeiss Stemi SV11) to determine the number of eggs produced by females.

 

Calculation of grow th  rate and production rate

Individual carbon weights (Wc, mgC) were calculated from prosome lengths (PL, mm) 

using the equation Wc = PL
3.128

  10
28.451

 for P. parvus (Liang and Uye, 1996). Egg volume 

was converted to carbon assuming perfect spheres by the relationship 0.14 × 10
-26

 ㎍C m
-3

 

(Kirboe et al., 1985; Huntley and Lopez, 1992) The female growth rate (gf) was calculated 

using the equation gf = (We/Wf ) × (24/t), where We is the weight of eggs produced (㎍C), 

Wf is the weight of the female (㎍C), and t is the incubation time (1 h), with the 

contribution of adult males omitted. The copepodite growth rate was calculated using gc = 

0.05 × exp(0.36T), where T is the temperature, which was obtained from the nonlinear 

regression of the copepodite growth rate onto water temperature. Copepod secondary 

production (P, ㎍C m-3 d-1) was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weight-specific growth (g) 

of each individual by its calculated in situ biomass (B, mgC m
-3

) as P = ∑(Bi X gi)(Bf X 

gf). The annual production rate was derived by multiplying total abundance by the average 

carbon weight of the copepodite stages. The growth of nauplii was not considered, as very 

few of them were observed due to the mesh size.

S am pling for interannual variation

Copepod and environmental samples were collected weekly or biweekly from the same 

station for EPR experiments from January 2001 to December 2010. All samples were taken 

only during flood tides to reduce the effects of tidal variation on abundance. Copepods 

were collected using a conical net (200-㎛ mesh with a 45 cm diameter mouth) equipped 

with a digital flowmeter (Hydro-Bios 438115). The net was vertically towed from the sea 

bottom to the surface at 0.5-1.0 m s-1 in triplicate at each sampling event, yielding a total 



of 1443 samples for copepod analysis. All samples were preserved in situ in buffered 

formaldehyde (final concentration 5%). Subsampling was carried out using a Folsom 

(Motoda) plankton splitter, and the copepods were transferred to a Bogorove-Rass counting 

chamber and examined under a stereomicroscope (Zeiss Stemi SV11). Zooplankton 

abundance was standardized with the volume of water filtered and expressed as the 

number of individuals per cubic meter (inds m
-3

), and a mean value was obtained from the 

triplicate samples for each sampling event.

S tatistical analy ses

Linear simple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factors. Model selection was based on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Akaike, 1974). Nonlinear regression analyses (Venables 

and Ripley, 2003) were also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the EPR and 

long-term abundance of the copepod to water temperature and Chl-a concentration. 

A seasonal MannKendall test was performed to evaluate interannual trends in P. parvus 

and environmental factors at the site. This is a nonparametric test for identifying trends in 

time series data, and therefore, the data need not conform to any particular distribution. 

The test compares the relative magnitudes of sample data rather than the data values 

themselves (Gilbert, 1987). Statistical analyses were all performed using a program 

developed in R, an object-oriented open-source programming language (R Development 

Core Team, 2006).

3 . RES UL TS

Environm ental conditions during EP R ex perim ents 

Seasonal variations in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showed opposite patterns, typical of a 

monsoonal temperate region (Fig. 2a, b). Temperature varied widely from 5.3℃ to 26.9℃, 

while salinity varied only from 28.4 to 33.2, suggesting that summer seawater dilution via 

freshwater discharge was limited at the site.

P otential copepod prey  distrib ution

The Chl-a concentration varied from 1.0 to 15. 2 ㎍ L-1, with high concentrations observed 

only in summer (>20℃) and low concentrations (<5 ㎍ L
-1

) persisting during non-summer 

periods (November 2009 through June 2010; Fig. 2c). Summer blooms of phytoplankton 

were driven by net-phytoplankton and nano-phytoplankton (Fig. 2c, d), with 

pico-phytoplankton contributing a smaller percentage (<20%) of the total observed Chl-a 

during August-October 2009 (Fig. 2d). Pico-phytoplankton, however, often constituted more 

than half of the total Chl-a concentration. Overall, the contributions of each size class of 

phytoplankton were similar (Table 1).

Summer phytoplankton wa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d abundance of diatoms and 

dinoflagellates (Fig. 2e, f). Diatoms were the most abundant phytoplankton group (Table 1), 



present at high density in the summer and low density in the winter, rapidly building in 

density starting in May to a level similar to that reached in the previous summer of 2009 

(Fig. 2e). Dinoflagellates showed a summer maximum, occurred at low density during 

winter and showed a smaller increase in the following late spring (Fig. 2f). Nanoflagellates, 

cryptomonads, and crysophycea showed seasonal patterns of several large increases in 

abundance (Fig. 2g-i).

Fig. 2. Weekly/biweekly variation i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biological parameters during 

Paracalanus parvus egg production experiments from August 2009 to July 2010. a: Temperature 

(℃), b: Salinity, c: Chlorophyll-a (µg L
–1

), d: Relative cumulative contribution of net- (dark), 

nano- (grey), and picophytoplankton (white) to total chlorophyll, e: Diatoms (×103 cells L–1), f: 

Dinoflagellates (×103 cells L–1), g: Chrysophycea (×103 cells L–1), h: Cryptophycea (×103 cells L
–1

), I: Nanoflagellates (×10
3 

cells L
–1

), j: Oligotrichs (×10
3 

cells L
–1

), k: Tintinnids (×10
3 

cells L
–1), l: Mesodiniumspp. (×103 cells L–1).



Parameter Mean Lower Higher

Net chlorophyll a(µgL–1) 1.1   0.8   1.6   

Nano chlorophyll a(µgL–1) 0.8   0.6   1.1   

Pico chlorophyll a(µgL–1) 0.7   0.6   0.8   

Diatoms (cells L–1) 127730 76551 213123

Dinoflagellates (cells L–1) 14768 6752 32300

Chrysophycea (cells L–1) 2233 808 6173

Chryptophycea (cells L–1) 47783 22937 99544

Nanoflagellates (cells L–1) 60768 19234 191990

Oligotrichs (cells L–1) 5583 3900 7993

Tintinnid spp. (cells L–1) 4 1 17

Mesodinium   spp. (cells L–1) 3 1 14

Table 1. Means and 95% confidence limits for the microplankton community at the 

station in Jangmok Bay

Generalizing about the temporal abundance patterns of any of the ciliates was difficult. 

Oligotrichs were dominant among the ciliates and increased in abundance during periods of 

moderate water temperature (10-20℃; Fig. 2j). Tintinnids also appeared with a similar 

temporal pattern to that of oligotrichs, peaking in August (15,000 cells L
-1

). Tintinnid 

abundance was below the detection limit in winter and spring, reappearing in the following 

late spring at around 5000 cells L-1 (Fig. 2k). Mesodinium spp. were irregularly but 

frequently observed throughout the period, reaching a peak of 8500 cells L
-1

 in May 2010 

(Fig. 2l).

P atterns of P.  parvus param eters

The maximum abundance of P. parvus was around 3700 inds m
-3 

in August, but rapidly 

decreased as the water temperature declined in fall (Fig. 3a). Except during November, at 

around 2000 inds m
-3

, P. parvus abundance was low (<500 inds m
-3

) during the cold 

seasons until June (mean 167 inds m
-3

). The abundance rapidly increased starting in July 

when water temperatures exceeded 20℃. Copepod biomass closely followed the seasonal 

pattern of abundance (Fig. 3b), ranging from 0.1 to 11.0 mgC m
-3

, with a mean of 2.1 mgC 

m
-3

. 

Female prosome length apparently showed an increasing trend from August 2009 to May 

2010, then declined from April to June by about 30% from its previous level before rising 

again toward summer (Fig. 3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rosome length 

was weakly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water temperature (P < 0.001, r2= 0.32), but 

not with Chl-a concentration. 

More adult females than adult males were observed during the whole period of the survey, 

with females comprising from 66% to 99% of the total adult copepod abundance (Fig. 3d). 

The percentage of females appeared to be highest in winter and lowest in April. The ratio 

of female abundance to that of both male and female P. parvus combined was weak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salinity (P = 0.005, r
2 

= 0.15), but not with temperature or total 

Chl-a concentration.

Fig. 3.  Weekly/biweekly  variations  in  Paracalanus parvus abundance and reproductive 

parameters during egg production experiments from August 2009 to July 2010. a: Abundance 

(inds m–3), b: Biomass (mgC m–3), c: Female prosome length (mm), d: Sex ratio (dark=female; 

grey= male), e: Egg production rate (eggs female
–1

d
–1

), f: Female growth rate (d
–1

), g: Copepod 

production rate (mgC m–3d–1). Errorbars (c,e) represent the standard deviation.

EP R,  fem ale grow th ,  and copepod production 

The copepods produced eggs throughout the year, ranging from <1 to 24 eggs female
-1

 d
-1 

with a mean of 4 eggs female-1 d-1. The EPR reached a maximum of 24 eggs female-1 d-1 

in August, which was then followed by a precipitous decline. Low EPR (<5 eggs female
-1

 

d
-1

 persisted from September through June and elevated EPR of >5 eggs female
-1

 d
-1 

was 

observed only in July and August (Fig. 3e). An examination of randomly selected samples 

showed that all of the eggs hatched into nauplii, showing no deleterious food effects on 

hatching.

The calculated female growth rate also exhibited strong seasonality, with the highest 

growth rate estimated as 0.26 d
-1

 in August (Fig. 3f), coinciding with the highest EPR. 

Little growth was detected in winter, with virtually no growth in January (Fig. 3f). 

Estimated P. parvus production was low, ranging from <0.01 mgC m-3 d-1 to 5.0 mgC m-3 



d
-1 

(Fig. 3g). During non-summer seasons, little plankton production occurred (<0.5 mgC 

m-3 d-1) except from mid-October to mid-November when production reached 2.0 mgC m-3 

d
-1

. The annual geometric mean of production was estimated at 44.3 mgC m
-3

 yr
-1

 

(25.2-78.0 mgC m
-3

 yr
-1 

for the 95% confidence interval).

Fig. 4. Relationships of copepod egg production rate, female growth, abundance, and 

production to water temperature and Chl-a concentration.

The EPR was strongly related to water temperature with a pattern of exponential increase, 

exhibiting greater variability at high temperatures (Fig. 4a). The EPR was highly variable 

with increasing Chl-a concentration, notably at >3 g L1, but appeared to be little influenced 

by Chl-a concentration (Fig. 4b), with food limitation apparent only at low food 

concentrations (e.g., <2 ㎍ L
-1

 of Chl-a). EPR was not related either to any protozoan 

abundance, including those of ciliates or dinoflagellates, or to nanoflagellates (P > 0.05 for 

all analyses). Both copepod abundance and production also showed an exponential increase 

with water temperature (Fig. 4c, d).



Fig. 5. Partial regression of the EPR (egg 

production rate, eggs female–1d–1) onto salinity 

for summer (>20℃), in which temperature effects 

on EPR were held constant.

The large variability in summer (>20℃) EPR was further analyzed using a partial 

regression (Fig. 5). This revealed that the summer egg production rate (eggs female
-1

 d
-1

) 

was negatively related to salinity, when temperature effects on EPR were held constant 

(partial regression, P < 0.001, r
2 

= 0.76). The summer EPR was not affected by the 

abundance of any protozoan or by Chl-a (P > 0.05 for all analyses). 

Interannual variations in copepod ab undance

Interannual variations in seasonal changes revealed a detailed picture of long-term variation 

in the copepod population. Temperature showed little variation during any season over the 

years (Fig. 6a), showing no significant increase over the 10 years (seasonal MannKendall 

test, τ = 0.125, P = 0.27; Fig. 6a). Salinity exhibited a reduced influence of summer 

freshwater discharge (Fig. 6b), decreasing between 2001 and 2003 and then rising after 

2003 (τ = 0.125, P = 0.042; Fig. 6b). Chl-a was generally elevated in the summer from 

June to October, but the peak shifted to fall and winter in later years (Fig. 6c). An 

interannual increase in Chl-a concentrations was detected (τ = 0.157, P = 0.011), with a 

rapid increase since 2007. P. parvus showed high numbers between July and 

mid-November (Fig. 6d). No increasing interannual trend was detected (τ = 0.133, P = 

0.06), but winter abundances appeared to have increased in later years (e.g., the January 

abundance in later years; Fig. 6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pepod 

abundance, pooled for the 10 years of observation,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water temperature (r
2 

= 0.234, P < 0.001), but not with Chl-a concentration, demonstrating 

that interannual variations in copepod abundance are governed largely by water 



temperature rather than by food concentration.

Fig. 6. Ten-year variation in the monthly distribution of (a) water temperature 

(℃), (b) salinity, (c) Chl-a (log, µg L
–1

), and (d) Paracalanus parvus abundance 

(log10 inds m–3).

4 . DIS CUS S ION

Copepod EP R,  grow th ,  and production 

The EPR, abundance, weight-specific female growth, and production of P. parvus were all 

strongly related to water temperature (Fig. 4), but little related to Chl-a concentration. No 

apparent diatom inhibition was observed on reproductive capability as has been found to 

reduce hatching success in some copepods that feed on diatoms (Pohnert et al., 2002). 

Cannibalism would have been of limited influence as the incubation chambers were 

designed to minimize the effects of cannibalism on the EP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emperature is fundamental to the seasonal dynamics of the copepod P. parvus in Jangmok 

Bay. Such a strong temperature dependency may be natural given the generally eutrophic 

condition of the study site and the warm water characteristics of the copepod. Food 

limitation effects on copepod EPR have generally been reported at low Chl-a concentrations 

(Uye and Shibuno, 1992). Significant food limitation affecting Paracalanus sp. EPR may 



occur at Chl-a concentrations <3 ㎍ L
1 

(Uye and Shibuno, 1992). Kimmerer et al. (2005) 

reported that Acartia hudsonica EPR in San Francisco Bay, USA, where Paracalanus spp. 

also maintain a significant biomass (Ambler, 1985), was food limited at Chl-a 

concentrations lower than <4 ㎍ L
1

. 

The weak relationship of EPR with Chl-a observed in the present study may also result 

from feeding selectivity. Small-sized copepod species often show a preference for 

microzooplankton, even when suitably sized phytoplankton are available (Atkinson, 1996; 

Castellani et al., 2005), suggesting that Chl-a might be a poor predictor of copepod EPR. 

The calanoid copepod community was found to remove only between 0.1% and 27.7% 

(average, 3.6 ± 15.8%) of phytoplankton biomass daily during grazing experiments in 

Jangmok Bay (Jang et al., 2010). Grazing pressure was high in winter and early spring 

(January-March: 15.6-27.7%), but negative to low in summer (June-August: 33.1% to 

0.0%) and autumn (September-November: 1.4% to 5.1% (Jang et al., 2010), suggesting that 

copepods might facilitate increases in phytoplankton growth by selectively ingesting 

protozoans. Wu et al. (2010) showed that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where 

Paracalanus spp. are dominant in density, ciliates and small heterotrophic dinoflagellates 

(sHDFs) provide the majority of ingested mesozooplankton carbon, even when 

phytoplankton biomass is greater than that of both heterotroph groups. Suzuki et al. (1999) 

similarly demonstrated that Paracalanus spp. feed on sHDFs and ciliates, with sHDFs 

providing more than twice more food than ciliates. The feeding of P. parvus on 

microzooplankton such as ciliates and sHDFs is important for the EPR of the copepod 

(Vargas et al., 2007). Although EPR was not related to the abundance of any protozoan in 

the present study, the highly variable EPR at high water temperatures (>20℃), when 

Chl-a concentrations are highest, might suggest that the EPR strongly responds to the 

input of terrigenous materials from adjacent areas (Figs. 1, 5), which generally would fuel 

heterotrophic plankton.

Such a response to terrigenous input may account in part for the low EPR of this copepod, 

which had an estimated maximum EPR of 27  3 eggs female
1

 d
1

 (Fig. 4b). The EPR of P. 

parvus in Jangmok Bay is generally lower than those reported from other bays with 

similar food conditions. The annual mean EPR ranges from 7.6  to 11.4 eggs female
-1

 d
-1

 

with a maximum EPR of 60.8 eggs female
-1

 d
-1

 in Jiaozhou Bay, China (Sun et al., 2008), 

and a mean and range of 18 and 283 eggs female-1 d-1 has been reported from the waters 

off southern California, USA (Checkley, 1980). The female weight-specific growth rate was 

also similar, but very low at <0.01 d
-1

, during seasons other than summer. Such low 

growth rates resulted in the low production rate estimates for the station. The productivity 

at the present site is underestimated, and the extent of this underestimation can be 

approximated by comparing parallel collections of 64 and 200-m mesh nets in estuarine 

waters (Chisholm and Roff, 1990), which suggests that estimates of annual production 

obtained from 200-m net data would be half those of the estimates made from 64-m net 

data. The contribution of nauplii to total copepod production was not included in the 

present study because the mesh was too large to sample them. Despite this caveat 



associated with the sampling gear, the production seems lower than that reported for P. 

parvus (158 mgC m-3 yr-1) in Jiangsu Bay, China, from a study using 160-m mesh plankton 

nets. The value was also lower than that observed in Fukuyama Harbor, where Paracalanus 

sp. was recorded at 734 mgC m
-3

 yr
-1 

(Liang and Uye, 1996), but was similar to the value 

of 25 mgC m-3 yr-1 obtained for samples from the Bohai Sea (Wang et al., 2002).

Copepod sex  ratio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the sex ratio of P. parvus was highly skewed toward 

females throughout the year (Fig. 3d). Generally, higher percentages of males are obtained 

with increased food concentration, as demonstrated for the sex ratio of adult Calanus 

(Irigoien, 2000). A contrasting study also found that more female Eurytemora affinis were 

produced at higher food densities (Vander Hart, 1976). In the context of populations, under 

high food concentrations, copepod populations can rapidly reproduce via males mating with 

multiple females, although males have a limited mating capacity (Kirboe, 2006; Choi and 

Kimmerer, 2009). The fraction of mated females increases with the fraction of males in the 

population (Kirboe, 2006). Female copepods that can keep sperm probably can withstand 

lower male relative to female abundance. In the present study, the sex ratio was not 

related to food concentration, and the food environment was generally favorable for the 

copepod, as indicated by the weak association of the EPR or production with food 

concentrations (Fig. 4b). The sex ratio did not change during the summer when the 

population rapidly increased via elevated levels of EPR (Fig. 4d, e). P. parvus seems to 

have no male limitation on its population growth through mating, even under the observed 

low percentage of males, but no study exists on the mating ecology of this species. 

Im plications of clim ate ch ange

The water temperature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region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since the 1980s at a rate of 0.024℃ yr
-1

, with the February 18℃ isopleths moving 

northward (MOMAF, 2010). Following this seawater temperature rise, mesozooplankton 

biomass and copepod concentrations have increased in all three sea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Rebstock and Kang, 2003), although the reason for this remains 

unresolved. Estuarine waters generally exhibit greater seasonal fluctuations in temperature 

than deeper offshore waters due to their shallow depths and input from land (Jang et al., 

2012), and such local processes may obscure any long-term trends. Increased water 

temperatures in southern coastal waters are related to the expansion of warm water 

currents (e.g., the Tsushima Warm Current) to the north. Such expansion of warm water 

currents could cause the advection of offshore populations to onshore areas. The observed 

extremely low female growth rates and low EPR (Fig. 3e, f), yet high abundance, in 

November 2009, suggests that the copepod populations might be sustained and 

supplemented by offshore populations, where growth conditions could be better (e.g., higher 

water temperatures). The Tsushima Warm Current, which flows northeastward along the 

Korea Strait (Fig. 1), is strongest in winter (Guo et al., 2006) and may carry a greater 



abundance of copepods into Jangmok Bay. For example, in February 2009, the abundance 

of P. parvus in southern shelf waters exceeded 3500 inds m-3 (Choi, unpublished data), two 

orders of magnitude higher than the numbers found in winter at the Jangmok station (Fig. 

3a). P. parvus is also a good indicator of on-shelf waters, suggesting that the 

northward-flowing coastal Davidson Current advects warm water subtropical neritic 

copepods such as P. parvus (Morgan et al., 2003). During warm periods, subtropical 

species show higher abundances and more northerly distributions (Batten and Welch, 2004). 

Warm water extension into Jangmok Bay around the fallwinter period was also reported 

from a survey of protozoans (Kim et al., 2012). Warm water tintinnid species used as 

biological indicators of the inflow of warm oceanic waters into Korean coastal waters were 

simultaneously detected in Jangmok Bay and the Korea Strait (Kim et al., 2012). Although 

difficult to predict, long-term changes in copepod abundance suggest that further 

temperature increases in this water are likely to increase the population of this species, 

especially non-summer populations.

In conclusion, temperature is fundamental to the seasonal dynamics of the EPR of the 

copepod P. parvus in generally eutrophic coastal waters. However, terrigenous materials 

associated with lower salinity water that could fuel heterotrophic plankton may be 

important, possibly facilitating an increased EPR. Interannual changes in copepod abundance 

suggest that warming coastal waters are likely to increase populations of this species, 

especially winter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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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에서 양염 첨가에 의한 식물 랑크톤 군집의 반응 

 양염 제한 

  

              

배시우, 백승호, 손문호, 김 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식물 랑크톤의 성장특성을 악하기 해 양만(10개 정 )에서 채집한 식물 랑크톤으로 

+N (질산염20 μM), +P (인산염2μM), +NP(질산염20 μM; 인산염2μM)을 주입하여 Bioassay를 

수행하 고, 장자료와 비교하여 양염 제한 인자를 악하 다. 양만에서는 정 별로 큰 

폭의 성장능력 차이를 보 고, 질산염+인산염 실험구가 질산염이나 인산염을 주입한 실험구에 

비해 높은 성장을 나타내었다. 반 으로 인산염을 주입한 실험구가 질산염, 질산염+인산염을 

주입한 실험구보다 낮은 성장을 나타내었고, 질산염을 주입한 실험구가 질산염+인산염을 주입

한 실험구에 비해 평균 0.5배로 낮은 성장능력을 보 다. 정 별로는 섬진강 하구와 산업시설

이 집된 지역과 교차하는 정  8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나타낸 반면, 묘도의 남측 해역인 정

 4와 정  9에서 상 으로 낮은 성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Bioassay와 양만, 진해만의 

장자료를 비교한 결과, 정  8( 양만)의 장자료에서 DIN(dissolved inorganic nitrogen) 농

도가 각각 1.11 µM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각 해역에서의 장에서의 양염 농도변화가 

Bioassay의 식물 랑크톤의 양염 uptake 결과와 비교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과 으로 Bioassay를 통해 양만에서 낮은 양염 조건의 해역에서 질산염 첨가는 식물 랑

크톤의 높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양만에서 질산염의 제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을 간 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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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 of microbial communities to dosing with the 

algicide thiazolidinedione derivative TD49 in a mesocosm 

experiment

              

손문호,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algicide thiazolidinedione derivative 49 (TD49) on a microbial 

community, including the targeted harmful alga Heterocapsa circularisquama, we conducted 

exposure experiments (control, blank, 0.2, 0.4, 0.6, and 1.0 µM) with TD49 in mesocosm 

enclosures (1300 L). The algicidal effects on the target alga depended on the concentration of 

TD49. Following the addition of TD49, heterotrophic bacteria (HB) and heterotrophic 

nano-flagellates (HNFs) grew well in all treatments. Total ciliates remained relatively low in 

abundance in TD49 treatments compared to control and blank groups, whereas aloricate ciliate 

abundance gradually increased at the end of the experimental period, even with high TD49 

concentrations. Therefore, TD49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microbial community, particularly 

through its growth-promoting effects on HB and H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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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안의 겨울철 식물 랑크톤 분포 특성

              

정승원1, 이진환2, 배세진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관, 2상명대학교 그린생명과학과

본 연구는 한국연안의 겨울철 식물 랑크톤 분포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2010년 1월에서 2월

까지 한국연안 114개 표층 정  (서해안 16, 남해안 57, 동해안 41개 정 )에서 식물 랑크톤을 

채집하 다. 수온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염분은 서해안에서 31.91 psu, 남해안에서 

33.67 psu, 동해안에서 33.07 psu로 서해안이 낮은 염분을 보 다. 식물 랑크톤 출  종수는 

총 240종으로 규조류 209종, 와편모조류 26종, 규질편모조류 3종, 유 나조류 1종  기타 1

종이 출 하 다. 지역별 출 양상을 비교해 보면 서해안에서는 102종, 남해안에서는 143종, 동

해안에서는 162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높은 출 종수를 보 다. 식물 랑크톤 개체수는 일부 

정 을 제외하고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역별 평균 존량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각

각 3.91 × 10
5

 cells L
-1

와  3.97 × 10
5

 cells L
-1

로 유사한 반면, 동해안에서는 6.17 × 10
4

 cells 

L-1로 낮게 나타났다. 체 존량에 평균 5% 이상의 주요 우 종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출

하 는데, 서해안에서는 규조류 Asterionellopsis kariana, Paralia sulcata, Skeletonema 

dohrnii, Thalassiosira nordenskioeldii, 와편모조 Heterocapsa triquetra가 주요 우 종이었고, 

남해안에서는 규조류 Eucampia zodiacus, Skeletonema marinoi, Thalassiosira 

nordenskioeldii가 출 하 다. 동해안은 규조류 Licmophora gracilis, Navicula sp., Odontella 

aurita가 주요 우 종으로 각 지역별로 다른 출 양상을 보 다. 식물 랑크톤 정 별 분포에 

따른 유사성을 악하기 하여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MDS)에 따른 군집 분

석을 실시한 결과, 10% 유사도에서 서해안, 남해안, 서해안은 각기 다른 지역별 특색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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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안에 출 하는 유독와편모조류의 해양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에 한 독성

              

이균우, 강정훈, 백승호, 권오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1. 서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후도 온 기후에서 아열 성기후

로 차 바뀜에 따라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동남아시아 아열  해역에 집  분포하는 시구아

테라 어류독 생성원인 유독와편모조류가 국내 남해와 동해역에 걸쳐 정착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ek, 2012b). 국내해역에 주로 출 하는 기착 는 서성 유독와편모조류로 

Gambierdiscus, Ostreopsis, Coolia, Prorocentrum,  Amphidinium 등이  있으며 (Baek, 

2012a, b; Kim et al., 2011; Hurbungs et al., 2001) 이들은 각각 ciguatoxin (Bagnis, 1980; 

Chinain, 2010), playtoxin (Faimali et al., 2012), cooliatoxin (Holmes et al., 1995), 

dinophysistoxin (Nascimento et al., 2005), hemolysins/ 분자화합물질 (Tindall and Morton, 

1998; Yasumoto, T., 1990)의 독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 까지, 국외에서 이들 

유독와편모조류의 독성  피해는 이미 보고된 사례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이들이 해양생태계

에 미치는 향에 한 보고는 무한 실정이다. 

최근 암반서식 harpacticoid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는 북서태평양 연안에 주로 서식하

며, 작은 크기, 발달단계의 구별용이, 높은 번식력  짧은 생활사 등의 장 을 지녀 해양 환경

연구를 한 모델생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Lee 2008;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 연안에 출 하는 유독와편모조류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3종의 유독와편모조류를 분리  동정하 으며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요각류 

T. japonicus를 모델생물로 사용하여 이들 미세조류에 한 독성평가를 실시하 다. 

2. 재료  방법

2-1. 유독와편모조류의 종동정

3종의 유독와편모조류를 2012년 6월, 제주도 섶섬 연안으로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

구소 유해미세조류연구 에 의해 채집  분리되어 단일배양되었으며 이들의 DNA sequence를 

이용한 종동정을 해 각 종별로 ～2,000 cells을 원심분리하여 농축한 다음 i-genomic plant 

DNA extraction mini kit (Intron)를 사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 다. 이를 template로 하

여 18R rRNA 유 자를 증폭하기 해 PCR을 수행하 다. 이때, 18S rRNA gene primer로 

18SE-F: 5'-CTGGTTGATCCTGCCAGT-3' (Hillis and Dixon, 1991)과 18SL-R: 

5'-CACCTACGGAAACCTTGTTACGACTT-3' (Hamby and Zimmer, 1988)를 사용하 다. 

PCR 은 98℃에서 10 sec, 55℃에서 30 sec, 72℃에서 60 sec의 조건으로 40 cycle 실시하 다. 

증폭된 PCR 산물은 1% agarose gel에서 기 동 후 cloning  sequencing하 다. 염기서열은 

GenBank Database (http://www.ncbi.nlm.nih.gov/ BLAST/)을 통하여 유사성을 조사하 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2. 유독와편모조류의 T. japonicus에 한 성독성

실험에 사용된 유독와편모조류는 총 3종으로, Gambierdiscus yasumotoi, Coolia monotis, 

Ostreopsis cf. ovata 다. 실험 copepod는 해수산 harpacticoid copepod인 Tigriopus japonicus 

nauplius (<24h old)와 성체 암컷을 사용하 고 12 well culture plate (Nunc, Inc., USA; 

working volume, 4 mL)에 각 hole당 10 마리를 수용하여 32 psu, 20℃에서 nauplius의 경우는 

6일 동안 폐사율(mortality)을 성체 암컷의 경우는 2주간 비운동율(immobility)을 조사하 다. 

각 유해미세조류의 처리농도는 G. yasumotoi는 0, 20, 100, 200, 400, 800, 1200, 1600, 2000 

cells/mL, C. monotis는 0, 80, 400, 800, 1600, 3200, 4800, 6400, 8000cells/mL, O. ovata는 0, 

50, 100, 200, 400, 800, 1200, 1600, 2000 cells/mL로 설정하 다. G. yasumotoi 처리구의 경우,  

추가 으로 배양수 내 독의 용존 유무를 조사하기 해(Faimali et al., 2012) G. yasumotoi 세

포를 제거한 배양수를 상기 설정된 실험농도와 동일한 양으로 처리하 다. T. japonicus의 성

체 암컷의 비운동율은 1분 이상 유 하지 않는 개체를 계수하 고 nauplius의 폐사율은 1분이

상 움직임이 없는 개체를 계수하는 것으로 입체 미경 하에서 찰하 으며 실험결과는 probit 

분석법 (Finney, 1989)에 의해 LC10  LC50을 얻었고 Dunnett's test에 의해 NOEC (no 

oberved effect concentration)를 계산하 다.

2-3. Gambierdiscus yasumotoi 노출에 의한 T. japonicus의 유 자발  분석

Gambierdiscus yasumotoi 노출에 의한 Tigriopus japonicus 내의 특정 유 자의 발 양상

을 측정하기 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하 다. 이를 하여 T. japonicus 성체 ～200마리를 

여과해수(0.2 μm filter) 50 mL에 수용한 다음, 배양된 G. yasumotoi를 배양수(CM)와 함께 

100 cells/mL의 농도로 (Cell+CM) 처리하 고, 동시에 동량의 Cell+CM을 원심분리하여 G. 

yasumotoi cell이 제거된 CM도 개별 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시간별(0, 3, 6, 12, 24시간)로 

sampling한 다음 Trizol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manual에 따라 total RNA를 추출하 다. 추출된 

total RNA를 정량한 다음, 동량(1 μg)의 total RNA로 superscript reverse transcriptase III kit

를 사용하여 1차 cDNA를 RT PCR로 합성하 다. 얻어진 동량의 각 cDNA를 template으로 

real time PCR을 실시하 다. Real time PCR 분석기기로 Rotor-Gene Q (Qiagen)를 이용하

고 각 구간에 한 internal control (house keeping gene)로서 Tigriopus 18S rDNA를 이용하

다. 실험은 각각 3반복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유독와편모조류의 종동정을 한 18S rDNA 분석결과, 실험에 사용한 유독와편모조류는 

Gambierdiscus yasumotoi (E-value: 0.0), Coolia monotis (E-value: 0.0), Ostreopsis cf. ovata 

(E-value: 0.0)로 각각 확인  동정되었다. 

유독와편모조류의 T. japonicus에 한 독성실험 결과, 성체암컷의 경우,  C. monotis와 O. 

ovata를 처리한 실험구는 실험기간(14일)동안 모든 처리농도구간에서 T. japonicus 성체 암컷 

 nauplius 모두 비운동성 는 폐사개체가 찰되지 않았다. 심지어 T. japonicus의 fecal 

pellet도 다량 확인되어 이들 유독와편모조류를 먹이생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Rhodes 

et al., (2000)의 보고에 의하면, C. monotis와 O. siamensis는 이들의 strain에 따라 독성  무

독성종이 존재하며 이들의 독성은 독성실험 상생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C. monotis와 O. ovata는 Cooliatoxin 는 playtoxin을 생성하지 않는 무독성 strain이거

나 T. japonicus가 이들의 독성에 해 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Vasconcelos et al., 

2010).

한편, G. yasumotoi를 처리한 실험구는 T. japonicus 성체 암컷  nauplius 모두 처리농도

의 증가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운동율 는 폐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Fig. 1, 2). 

T. japonicus의 성체 암컷에 한 G. yasumotoi의 96시간 EC50 값은 1358 cell/mL 고 400 

cells/mL 이하의 농도에서는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 japonicus nauplius의 경우

는 G. yasumotoi의 96시간 LC50 값은 435 cells/mL 고 100 cells/mL 이하의 농도에서는 부

분 생존하 다(Table 1, 2; Fig. 1, 2). 한편, 배양수 내 독의 용존 유무를 조사하기 해 G. 

yasumotoi 세포를 제거한 배양수만을 처리한 실험구는 모든 처리농도구에서 비운동성 는 페

사한 T. japonicus 성체 암컷  nauplius를 확인할 수 없었다. Gambierdiscus에 의해 생성되

는 ciguatoxin은 일종의 신경독 (lipophilic sodium channel activator toxin)으로 생물체내에서 

모든 흥분가능조직내 세포막의 압감응성 나트륨 채  (voltage sensitive sodium channel)에 

결합하여 기  신경 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sconcelos et al., 2010). 본 연구

에서 G. yasumotoi에 노출된 T. japonicus 성체암컷이 유 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모습이 

찰되었으며 유 력이  없는 개체일지라도 제 1 각과 내부장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96시간 까지도 계속 생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 력이 없는 개체비율 

즉, 비운동율로써 독성을 평가하 지만 nauplius의 경우는 미세한 움직임도 없는 개체의 찰

이 가능하 고 이를 폐사개체로 간주, 폐사율 산출이 가능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T. 

japonicus의 nauplius는 성체암컷에 비해 G. yasumotoi에 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G. 

yasumotoi의 독성평가용 모델생물로 보다 효율 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G. yasumotoi 400 cells/mL 이하의 농도는 T. japonicus에 한 96 시간 독성

실험결과를 근거로 독성평가가 불가능하 을 뿐아니라 G. yasumotoi 세포를 제거한 배양수만

을 처리하 을 경우, 모든 실험구에서 악 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Faimali et al. (2012)의 실

험에서, 배양수내의 O. ovata으로부터 용출된 독성을 평가하기 해 세포를 제거한 배양수만을 

T. fulvus와 따개비류 Amphibalanus amphitrite에 처리한 결과, 조구와 통계  유의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rtemia salina는 고농도 처리구에서 폐사율이 조구와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배양수내에 O. ovata으로부터 독소의 용출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따라서 G. yasumotoi의 경우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농도의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민감함 독성평가법으로 생물체내의 유 자발 양상을 

조사하 다. 

Gambierdiscus yasumotoi 노출에 의한 T. japonicus의 스트 스 련 유 자발  분석결과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GSTs(Glutathione S-transferase sigma) 유 자는 Cell+CM 실험구의 

경우 노출 기에 증가하 다가 차 감소하여 노출 24시간째 조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down-regulation되었다. 그러나 CM만 노출되었을 때는 기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시간째에 

4배까지 증가하 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down-regulation이 찰되지는 않았다. 

Hsp70 (Heat shock protein 70) 유 자는 Cell+CM에 노출되었을 때, 24시간 까지 계속 으로 

down-regulation되었나 CM 노출 시는 down-regulation 이후 차 증가하여 12시간  24시간

째는 조구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EcR (ecdysone receptor) 유 자는 Cell+CM와 

CM 실험구가 6시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 다. 한편 AChR 

(acetylcholine receptor) 유 자는 CM처리시 3시간째 유의 으로 소폭 감소되었고 이후 모두 



조구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RH-BP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binding 

protein) 유 자는 모든 실험구가 24시간 동안 down-regulation되었다. CYP13A (cytochrome 

P450 13A) 유 자는 Cell+CM 처리시 계속 으로 down-regulation되었으나 CM처리구는 노출 

기에 유의 인 감소이후 24시간째 차 회복하여 조구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G. yasumotoi cell을 제거한 배양수(CM)는 소량의 독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

며 24시간 이후에는 정상범 까지 회복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제주에 출 하는 G. yasumotoi가 해양 요각류인 T. 

japonicus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세 한 향평가를 해 차후 다양한 생물에 

한 추가 인 독성평가뿐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한 생체농축에 련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Table 1. EC10, EC50, 95% confidence intervals, and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NOEC) 

for Tigriopus japonicus adult females exposed to three dinoflagellates for 96 h.

Species
NOEC

*

(cells/mL)

EC10
(95% CI; 

cells/mL)

EC50
(95% CI; 

cells/mL)

Gambierdiscus 
yasumotoi

400
528.4 

(348.4-671.6)
1358.2 

(1154.0-1651.3)

Coolia monotis >8000 >8000 >8000

Ostreopsis cf. ovata >2000 >2000 >2000

*
NOEC was calculated by Dunnett's test.

Table 2. EC10, EC50, 95% confidence intervals, and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NOEC) 

for Tigriopus japonicus nauplius (N1-2) exposed to three dinoflagellates for 96 h.

Species
NOEC*

(cells/mL)
LC10

(95% CI; cells/mL)

LC50
(95% CI; 

cells/mL)

Gambierdiscus 
yasumotoi

100
72.9 

(36.9-113.8)
435.4 

(328.1-564.6)

Coolia monotis >8000 >8000 >8000

Ostreopsis cf. ovata >2000 >2000 >2000

*
NOEC was calculated by Dunnett'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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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immotility (%) of Tigriopus japonicus adult female exposed to 

several concentrations of Gambierdiscus yasumotoi for 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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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mortality (%) of Tigriopus japonicus nauplius exposed to several 

concentrations of Gambierdiscus yasumotoi for 6 days.



Fig. 3. Gene expression patterns in Tigriopus japonicus exposed to Gambierdiscus 

yasumotoi (cell) or filtered medium devoid of G. yasumotoi (CM) for 24 hours. Significant 

differences over the control values are indicated by a different character on the bar. (*, **, 

***) On data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over the controls, p < 0.05, p < 0.01, and 

p < 0.001, respectively. Values are shown as means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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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ea속(탈리아강: 살파목: 살파과) 한국미기록 2종 

보고

김선우p1, 원정혜2, 김창배c3

1해양환경관리공단, 서울 135-870
2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 141-52

3상명대학교 생명과학과, 서울 110-743

탈리아강(Thalia), 살파목(Salpida), 살파과(Salpidae)에 속하는 Pegea속은 전 세계적으로 3

종이 알려져 있다. Pegea 속의 단독개체와 연쇄개체는 부착기관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다. 

단독개체는 피낭에 돌기나 가시가 없는 매끄러운 술통형으로, 두껍고 유연하다. 4개의 근육

띠가 배면에만 있으며, 복면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제1근과 제2근, 제3근과 제4근이 각각 

배면 중앙선에서 접근하거나 융합한다. 소화관은 장핵을 형성하며, 야경이 소화관 위를 둘

러 감는다. 연쇄개체의 피낭은 단독개체와 마찬가지로 두껍고 매끄러운 술통형이다. 4개의 

근육띠가 배면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배열되며, 복면에 이르지 않는다. 난소와 배아는 제3

근과 제4근 사이 우측 배면에 있다. 소화관은 장핵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과 

2002년에 동해, 대한해협, 동중국해 등에서 채집된 단독개체 및 연쇄개체 표본의 형태형질

을 근거로 동정, 분류하여 Pegea속의 한국미기록 2종인 Pegea bicaudata, P. 

confoederata를 확인하였다. Pegea bicaudata와 P. confoederata는 연쇄개체의 피낭 후단

부 돌기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P. bicaudata는 1쌍의 피낭 후단부 돌기가 있고, P. 

confoederata는 피낭 후단부 돌기가 없다. 살파류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원전 출력 감발 

및 어민 피해가 국내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적 기후변화와 함께 이러한 양상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태분류를 기반으로 한 생태, 분포 연구 및 피해예방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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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남서태평양 통가 열수주변해역 랑크톤 분포특성  

            

강정훈1, 권오윤1, 주세종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남해특성연구부, 2심해 자원연구부

1. 서론

활동성 후열도분지인 라우분지 내에 치한 통가열도해역에서 열수분출구 주변의 열수생태 특

성을 악하기 한 열수해역 수층의 기 환경조사가 수행되었다. 기 환경조사를 한 정 은 

수층, 열수분출지, 열수분출지 주변부, 열수분출의 향이 없는 지역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이들 조사 자료는 열수분출구  주변부의 환경특성을 악하고 향후 열수 상의 개발을 한 

환경 향평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해 열수 상 개발을 한 환경 향평가는 표 생태계에 

미치는 향평가를 포함한다. 표 생태계의 주요 먹이망을 구성하는 성분은 일차생산자인 식

물 랑크톤과 상 포식자로 에 지를 달하는 동물 랑크톤이다. 이 성분들의 향평가를 

해 기존 환경조건을 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환경충격여부를 가려낼 수 있

다. 따라서 표 생태계의 환경 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한 기 자료

로서 식물  동물 랑크톤 종조성  존량, 개체수 정보를 정 별로 악하고자 하 다. 

향후 열수 상 개발시 채 효과가 표 생태계 역(epipelagic zone)에 미치는 향을 부유생태

계의 주요 구성성분을 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부유생태계의 주요 구성성분인 식물  

동물 랑크톤의 종조성  수 정보(numerical data)를 악하여 환경충격평가의 기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2. 재료   방법

동물 랑크톤 채집에는 망구 60㎝, 망목 200㎛의 개폐식 네트(opening-closing net)를 사용하

다. 동물 랑크톤은 조사 정  T10101에서 T10107까지 7개 정 에서 표면혼합층(0-100m)만을 

상으로 수직 채집하 다. 채집은 주로 19:00부터 04:00사이의 야간에 수행되었다. 동물 랑크

톤 채집은 조사선이 정선한 상태에서 약 30-40m/min 속도로 원하는 수층까지 네트를 내린 후 

표층까지 약 60-70m/min의 속도로 수직 망을 하여 선상으로 회수하 다. 채집된 동물 랑크

톤은 즉시 성포르말린으로 최종 농도가 약 5%가 되도록 고정시켜 향후 분석을 하여 보

하 다. 네트를 통과한 해수의 여과 부피는 네트입구에 고정된 유량계 (Hydro-Bios Model 

438-115)의 값으로 환산하 다. 채집된 시료는 미경 하에서 동정  계수하여 정 별 동물

랑크톤 개체수 변화  종조성을 악하 다. 동물 랑크톤 건 량을 측정하기 하여 동일한 

동물 랑크톤 네트를 이용하여 수직 채집하 다. 채집한 후 시료는 즉시 무게를 알고 있는 

GF/F 여과지로 필터한 후 냉동 보  하 다. 실험실로 운반 후 dry oven에 60℃로 24시간 건

조 후 여과 과 후의 무게차를 이용하여 건 량을 측정하 다. 엽록소와 식물 랑크톤 존량 

값을 얻기 해 7개의 (5, 30, 50, 75, 100, 150, 200m) 개별수심 에서 채수기를 이용하여 채수

하 다. 총 엽록소 a 농도의 측정을 해 해수 1ℓ를 GF/F필터 (47㎜, Whatman)에 여과한 후 

속 냉동(-80℃) 시킨 후 실험실에서 90% 아세톤에 담가 냉장상태로 24시간 용출한 다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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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Turner Designs 10-AU)로 분석하 다 (Parsons et al., 1984). 미소식물 랑크톤 

(nano-sized phytoplankton)의 엽록소 a의 농도분석을 해 해수 1ℓ를 20㎛의 mesh에 거른 

후 GF/F filter로 다시 여과하 다. 미세 식물 랑크톤 (picoplankton)의 엽록소 a 농도분석을 

해 3㎛의 막 여과지 (47㎜, Millipore)로 해수 1ℓ를 여과한 후, GF/F filter에 거른 후 즉시 

냉동보  하 다. 분석은 총 엽록소 a 농도분석과정과 동일하게 하 다. 식물 랑크톤 존량 

분석을 해 1ℓ의 해수를 1%의 루골용액으로 고정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여 침 법으로 상등

액을 제거하여 농축된 시료를 균일하게 섞은 다음, 1㎖의 시료를 Sedgewick-Rafter counting 

chamber로 옮겨 학 미경 (Zeiss, Axiovert 135M)의 ×100-200배율에서 계수하 다. 식물

랑크톤 정성분석은 학 미경 ×400-1000배 하에서 동정  검경하 으며, 시료의 동정은 

Cupp (1943), Hendey (1964), Simonsen (1974), Dodge (1982), Round et al. (1990), Hasle and 

Syvertsen (1996) 등의 참고문헌을 이용하 다. 

3 . 결 과   토의

 3.1 식물 랑크톤(Phytoplankton)

 표 생태계에서 출 한 식물 랑크톤은 총 22종이며, 그  규조류가 9종, 와편모조류 10종, 

남조류 2종  규질편모조류가 1종 이었다. 정 별 출  종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정  

T10105(16종) 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정  T10104 (9종)이었다. 존량 측면에서 정  T10104

에서 가장 낮은 범 (38～1,971 cells L-1)를 나타냈고, 정  T10101에서 가장 높은 범  (1,67

1～12,810 cells L
-1

)를 나타냈다. 각 정 에서 수심별 가장 높은 존량을 나타낸 수층은 표면

하 엽록소 최 층(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depth)이었고, 정  T10101에서 가장 높았

다. 엽록소 최 층은 부분 75～100m 수심에서 형성되었고, 이를 포함하는 수층

(surface-100m)에서 높은 존량의 부분을 차지하는 종이 남조류에 속하는 Trichodesmium 

spp. 이었다. 그 다음으로 우 한 종들의 경우 Dinophysis mucronata가 T10101, T10102, 

T10105 정 에서 평균 15.2%의 우 율로 제 2 우 종 이었다. 정  T10103, T10104, T10106, 

T10107에서는 Prorocentrum spp. (평균 21.4%), Thalassiosira pacifica (평균 18.4%)와 

Dictyocha fibula (평균 15.2%)가 제 2 우 종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 에서 식물 랑크톤 존

량의 수심별 변이는 총 엽록소-a 농도 변이와 유사하 다. 총 엽록소-a의 수직 분포는 표층에

서 낮은 값을, 엽록소 최 층에서 최  농도를, 그리고 층으로 가면서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정  T10104에서는 최소 0.01 ㎍ L
-1

에서 최고 0.08 ㎍ L
-1

로  수심에 걸쳐 0.1 ㎍ 

L-1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 고, 다른 정 과는 다르게  수심에 걸쳐 그 농도 변화가 크지 않

았다. 가장 높은 엽록소-a 농도를 나타낸 정  T10105에서는 30m 수심에서 0.03 ㎍ L
-1

로 가

장 낮았고,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여 수심 100m에서 0.21 ㎍ L
-1

로 최 를 나타냈다. 정  

T10105에서 나타난 엽록소-a 농도 범 는 정  T10101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다만 엽록소 

최 층의 깊이만 차이가 있었다. 

크기별 엽록소-a의 분포의 경우 미소 랑크톤 (0.7～3 ㎛)이  정 에서 엽록소 총 농도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 고, 특히, 정  T10101, T10104, T10105, T10107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반면 네트 랑크톤 (>20 ㎛)과 미소 랑크톤 (3～20 ㎛) 크

기의 엽록소 a의 농도는 모든 정 에서 상 으로 낮았다. 

3.2 동물 랑크톤(Zooplankton)

건 량으로 나타낸 동물 랑크톤 생물량은 정  T10107에서 가장 낮은 값 (41.40±3.62 mg 



m
-3

)을, 정  T10101에서 가장 높았다(83.44±2.00 mg m
-3

). 정 별로는 네 곳의 정 (T10101, 

T10102, T10103, T10104)에서 75 mg m-3 이상을 나타내 나머지 정 에서 평균값인 47.51 mg 

m
-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 별 동물 랑크톤 생물량은 총 엽록소-a 농도와 개체수와 변이와 

크게 련이 없었다. 우선 엽록소 a 농도와 비교 시 엽록소 a 농도가 높았던 정  T10105에서 

동물 랑크톤 생물량이 비교  낮았고, 반 로 가장 낮은 엽록소-a 농도를 나타낸 정  

T10104에서 동물 랑크톤의 생물량이 높게 나타났다. 동물 랑크톤의 정 별 개체수는 174～

322 inds.m
-3

의 범 를 나타냈으며, 생물량의 변이와 큰 상 성이 없었다. 그러나 출 종  개

체수를 보았을 때 정  T10101에서 T10104까지에서 상 으로 크기가 (1.5㎜이상의 크기) 큰 

모악류 (Sagitta sp.), 요각류 (Pleuromamma sp.와 Oncaea sp.)  유형류(Oikopleura sp.)가 

우 하 다. 반면 정  T10105에서 T10107에서는 개체수 측면에서 크기가 작은 (1.5㎜ 미만) 

종들이 우 하 다. 조사기간   정 에서 출 한 동물 랑크톤은 해 리류, 모악류, 유공

충류, 탈리아류, 패충류, 요각류, 미성숙요각류, 십각류, 유형류, 치어  유생류 다. 요각류가 

가장 다양하여 22속의 요각류와 8속의 미성숙요각류가 출 하 다. 출 한 요각류 종들은 난수

성 외양종 들이며, 연안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  별 종 조성 특성은 크

게 차이가 없었으며, 부분 공통 출 종들(Paracalanus sp., Oncaea sp., Oithona sp., Sagitta 

sp., Oikopleura sp.)로 이루어졌다. 다만 Euchaeta marina와 E. plana와 같은 요각류들은 그 

출 지역이 정  T10104에서 T10107의 역에 국한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3.3 생물학  일반 특성 

탐색 상 해 열수 상을 덮고 있는 상층부 수괴  표층～100m에 해당하는 표 생태계는 지

역, 계  특성  변이 외에도 자연  인  활동의 향을 단하는데 유용하다. 남 도 

아열  소용돌이(subtropical gyre)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본 조사해역은 섬과 산호 로부터 기

인된 양염류 등의 륨에 의해 식물 랑크톤이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당시 

표층수온, 염분  엽록소 농도가 각각 26.46～28.00℃, 34.96～35.24 psu 그리고 0.03～0.11㎍ 

L
-1

를 나타냈다. 그리고 엽록소 농도 크기별 그룹에서 미소 랑크톤 (0.7～3㎛)의 생물량이 

체의 약 60%이상을 차지하 고, 몇몇 정 에서는 90%이상을 차지하 다. 이로보아 조사해

역은 형 인 빈 양 아열  해역의 특성으로 단된다. 통가해역을 포함하는 남서태평양 해

역에서는 인공 성 자료와 장자료를 통해 여름철 발생이 측되었고, 표 으로 뉴칼 도

니아와 바 아투 사이 해역과 피지섬 남동쪽 등지가 이에 해당된다(Wilson and Qiu, 2008). 이 

해역에서 발생을 일으킨 것은 남조류인 Trichodesmium속의 종이며, 1965년에는 통가 외해

역에서도 Trichodesmium erythraeum이 발생을 야기한 바 있다 (Bowman and Lancaster, 

1965). 2006년도에는 통가해역에서 해 화산이 분출되어 륨이 형성되었는데, 이에 반응하여 

엽록소농도 발생이 측되었고, 같은 속의 종이 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antas et 

al., 2011). 본 조사에서도 남조류 2종이 출 하 고, 이  한 종인 Trichodesmium sp.가 식물

랑크톤 군집에서 우 하 으나, 발생을 일으킬 정도의 존량은 아니었다. 

남쪽 여름 끝 무렵인 4월에 채집된 동물 랑크톤 종조성은 모악류, 해 리류, 십각류, 요  각

류 등이 부분을 이루었고, 그  요각류의 종 다양성이 가장 높았다. 출 한 요각류 종의 

부분 특성은 난류성 외양종들이며, 종조성은 정 별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 남서태평양 해역에

서 조사된 동물 랑크톤은 부분 호주 보 , 뉴칼 도니아 산호 라군 지역  축 마이크로

네시아의 연안역에서 채집된 것들이 부분이다 (McKinnon et al., 2005; 강 등, 2005; 

Carassou et al., 2010). 그러나 출  분류군들에 있어서 본 조사지역에서 나타난 것과 큰 차이



는 없었다. 동물 랑크톤 생물량은 T10101 정 에서 83.44±2.00 mg m
-3

으로 가장 높았고, 

T10107에서 가장 낮은 값 (41.40±3.62 mg m-3)을 나타냈다. 이 값의 범 는 호주 보  연안

해역에서 보고된 농도범 (ca. 28～42 mg m
-3

)보다 높았다. 제한된 본 자료로만 보았을 때, 연

안보다 외해역의 동물 랑크톤 생물량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외해역에서도 TA12해역이 TA 

25, 26보다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언하기엔 이른 은 T10101(TA26, reference 

site)과 T10106(TA26, vent site)이 같은 정 이나 채집지역이 다른 계로 정  간 차이로만 

보기에는 보다 많은 자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식물  동물 랑크톤 정보를 통해 

조사해역의 환경특성을 이해하고 환경 향평가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Fig. 1. Spatial variation in the vertical profiles of size-fractionated chlorophyll-a in the sea of 

Tonga, Southwest Pacific in 2011.

Fig. 2. Spatial variation in dry weight of zooplankton community collected from the sea of Tonga, 

Southwest Pacific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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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mitochondrial pseudogenes in Austinograea 

alayseae hydrothermal vent crabs (Crustacea: 

Bythograeidae): effects on DNA barcoding 

              

김세주, 이경용, 주세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자원연구부

 Members of the brachyuran crab family, Bythograeidae, are among the most abundant and 

common crabs in vent fields. However, their identification based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ten leads to incorrect species recognition due to a lack of taxonomic factors and the existence 

of sibling (or cryptic) species. For these reasons, we used DNA barcoding for vent crabs using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CO1). However, several nuclear mitochondrial 

pseudogenes (Numts) were amplified from Austinograea alayseae Guinot, 1990, using universal 

primers (Folmer primers). The Numts were characterized in six haplotypes, with 13.58‑14.11% 

sequence divergence from Au. alayseae, a higher non-synonymous substitution ratio than true 

CO1, and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clade in bythograeids. In a neighbor-joining tree, the 

origin of the Numts would be expected to incorporate into the nucleus at an ancestral node of 

Austinograea, and they mutated more slowly in the nucleus than CO1 in the mitochondria. This 

evolutionary process may have resulted in the higher binding affinity of Numts for the Folmer 

primers than CO1. In the present study, we performed long PCR for the amplification of CO1 in 

Au. alayseae. We also present evidence that Numts can introduce serious ambiguity into DNA 

barcoding, including overestimating the number of species in bythograeids. These results may help 

in conducting taxonomic studies using mitochondrial genes from organisms living in hydrothermal 

vent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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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pecies of the Clathrids marine sponge 

from Jeju Island, Korea. 

              

김형

해양환경 리공단

A new species, Clathria (Clthria) n. sp. was collected in Jeju Island(Gimnyeoung), Korea at 

10 Sep. 1994 by gill net, depth about 100m. Shape, short, digitate branching, a slight round 

projection side of twig, size up to 186 ㎜ wide, 145 ㎜ high, 8 - 14 ㎜ thick branch and 24 

㎜ - 27 ㎜ thick stalk. Texture, very soft and flexible. Oscules 0.2 - 1.4 ㎜ in diameter, 

scattered on the surface. Colour, unknown in life which gradually changes to dark beige in 

ethanol. Surface a small groove. Skeletal structure, ectosomal skeleton with a little hispid 

thick styles. Choanosomal skeleton with weakly developed primary spongin fibres and 

irregularly plumo-reticulate. Acanthostyles a few echinated to the primary spongin fibres. 

Spicules, megascleres, thick and slender styles with spines weakly on the tip of head. 

Acanthostyles entirely spined. Microscleres, two size of palmate isochelae and toxas, large 

toxas have spines on their ends and small toxas without spine.

Clathria (Clathria) n. sp. is closely related to Clathria (Clathria) arcuopora based on 

spicules types. But they are different in size of spicules and growth form. The new specise 

have large isochelae and toxas but Clathria (Clathria) arcuopora lack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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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만해역 형 서동물군집의 건강도 기 치 설정

서진 , 최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분원

   본 연구에서는 서생물군집의 건강도 평가를 한 기 치 설정을 해 남해안의 내만 

에서 가장 자연상태에 있는 해역으로 단되는 득량만을 조해역으로 선정하 으며, 3가지 

서생물지수인 Benthic pollution index (BPI), Azti's marine biotic index (AMBI), 

Benthic-Index of biological Integrity (BIBI)를 득량만에 용하여 지수값을 구한 뒤, 이 값을 

바탕으로 서생물 군집이 건강한 상태를 보이는 범 를 결정하고자 하 다. 득량만에서의 

형 서동물 채집은 2012년 8월에 44개 정 에서 수행하 고, van Veen Grab (표면 면 : 0.1 

㎡)을 이용하여 정 별 2회씩 반복 채집하 다. BPI는 섭식유형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

을 하 고, 0-100 사이의 값으로 표 되며, 값이 작아질수록 오염이 증가되나 정확한 평가 기

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AMBI는 각 종의 오염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여 계산되어지며, 0 - 6 

(Azoic: 7)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값이 증가할수록 오염이 증가된다. B-IBI는 염분과 퇴 상에 따라 

서식처를 구분하여 조사항목이 결정되며, 각 항목별로 값의 분포양상에 따라 1, 3, 5  하나

의 값으로 주어진다. 어떤 조사지역의 수는 체 항목의 수 평균값으로 나타내며, 값이 낮

을수록 오염된 환경으로 평가된다. 득량만은 polyhaline mud로 분류되므로, 다음의 6개 항목 

(출 종수, 서식 도, 다양도지수, 민감종 (%), 오염지시종 (%), 육식자(%))에 한 수를 산

출하 다. 2012년 8월 득량만에서는 연체동물 2종 (Raetella pulchella, Theora fragilis), 다모

류 4종 (Micropodark sp., Paraprionospio cordifolia, Sigambra tentaculata, 

Spiosochaetopterus sp.)으로 총 6종의 오염지시종이 출 하 다. 서식 도는 S. tentaculata, 

P. cordifolia가 각각 26 개체 m-2, 20 개체 m-2로 상 으로 높았고, 그 외 종들은 10 개체 

m
-2

미만이었다. 득량만의 BPI는 평균 59±8.8 고, AMBI는 평균 1.35±0.7 다. BPI는 정확한 

평가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연구자에 따라 다른 평가 기 을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득량만에서 산출된 평균값을 기 으로 하여 평균 이상을 정상 인 군집상태로 결정

하 고, 이하는 일정 간격으로 나 어 등 화하 다. 그 결과, 60 이상을 정상 인 군집상태, 

40-60은 약간 오염된 상태, 30-40은 간정도 오염된 상태, 20-30은 심하게 오염된 상태, 20 

이하는 매우 심하게 오염된 상태로 등 화 하 다. AMBI는 유럽의 정상범 인 1.2와는 오차

범  내에 있으므로 유럽의 기 을 그 로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BIBI는 득량만 서

생물을 기 으로 하여 출 종수는 27종 과, 서식 도는 398 개체 m
-2

이상 1,585 개체 m
-2

 미

만, 종다양도지수 2.2 과, 민감종비는 13% 과, 지시종비는 9% 미만, 육식종비는 20% 과

에 해당될 경우 score 5로 할당하 다. 평가 기 은 미국의 기 을 동일하게 용하 다. 이와

같이 득량만의 서생물을 이용하여 BPI, AMBI, BIBI에 한 건강도 평가 기 을 설정한 결

과, BPI는 60이상, AMBI는 1.2이하, BIBI는 3.0 이상일 경우 남해안의 내만해역의 서동물군

집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기 치가 설정되었다.    

   

keywords: benthic bitioc index, community health, threshold values, Deukrya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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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사고 직후에 형 서동물 군집 변동 연구

강태욱
1

, 이희갑
1

, 오제
1

, 신아
1

, 민원기
2

,노 수
2

 김동성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2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 오염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오 에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로 만리포 등 태안 지역이 유출된 유류로 뒤덮 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

은  세계 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부분 형 서동물에 미치는 향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상 으로 형 서동물에 미치는 향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재까지 보

고된 유류오염의 형 서동물로의 향은 크게 두 가지 경향성을 보 는데, 먼  유류오염이 

발생한 직후에 즉시 부분의 개체들이 제거된 연구들이 있었다. 이와는 조 으로 일부 분류

군들에서는 큰 향 없이 오히려 개체수가 증가한 경향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류 사고 직후 6개월 내에 유류 오염에 의한 형 서동물 군집의 변동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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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실험을 통한 이산화탄소와 수온이 규조류 

성장에 미치는 향

길1,2, 장풍국1, 장민철1, 이우진1, 문창호2, 신경순1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2국립 부경 학교

이산화탄소와 수온이 규조류의 성장에 미치는 복합 인 향을 악하기 해, 연

안에서 빈번하게 출 하는 4종이 규조류(Skeletonemacostatum, Chaetocerosdebilis, 

Chaetocerosdidymus, Thalassiosiranordenskioldii)를 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하

에서 배양 실험을 실시하 다: present pCO2: 400ppm, temperature:20°C; 

acidification pCO2: 1000ppm, temperature: 20°C; globalwarming pCO2: 400ppm, 

temperature:25°C; greenhouse pCO2: 1000ppm, temperature:25°C. 실험 기간 동안 

S. costatum, C.debilis, C.didymus, T.nordenskioldii 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실험구

에서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 지만 성장률 증가는 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온 상승에 따른 성장률 변화는 실험 상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수

온이 20°C 에서 25°C로 상승 시 S. costatum 은 낮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C.debilis

와 C. didymus 는 높은 성장률을 보 고, T.nordenskioldii는 수온 조건에 계없이 

비슷한 성장률을 보 다. 재 보다 수온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 될 것으로 

측되는 미래 해양 환경은 S. costatum 와 T. nordenskioldii 보다는 C. debilis 와 C. 

didymus 이 성장에 더 합 할 것으로 단되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보다는 해

수온 상승이 본 실험 상종의 성장에 더 요한 인자라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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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보  기간과 온도에 따른 Chlorophyll-a 농도의 변화

김종명, 김윤지, 이재형, 이상헌

부산 학교 해양학과

해양생태계에서 먹이사슬에 따른 에 지의 흐름을 악할 때 식물 랑크톤은 기 생산자  

하나로서 요한 치를 차지한다. 식물 랑크톤 생산량의 측정은 개체수, 탄소량, 생체량, 

chlorophyll-a(Chl-a) 농도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Chl-a 농도는 쉽고 정량 인 분석이 

가능하여 식물 랑크톤의 생물량의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채수 직후 Chl-a의 농도를 측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실험여건상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냉동보  후 측정

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Chl-a는 빛과 온도에 민감하여 보  시 실측농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치한 오랑 에서 해수를 채수하 다. 식

물 랑크톤 크기에 따라 0.5L의 해수를 여과하여 총 생물량(직경 25mm, GF/F) 표본 63개, 

1L의 해수를 여과하여 20㎛를 기 으로 Large size(>20㎛, 직경 47mm, membrane filter), 

Small size(<20㎛, 직경 47mm, GF/F) 표본 각각 70개를 만들고, -20℃, -80℃ 냉동 보 하여 

기간(1주, 2주, 3주, 5주, 7주, 9주, 11주 등)에 따른 Chl-a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 으며, 이를 

통해 온도에 따른 Chl-a 시료의 정 보존 기간을 알아보고자 하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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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시기의 후포뱅크와 양만에서 식물 랑크톤 

거 분자조성 비교

강재 , 김보경, 이장한, 김수민, 박정우, 이상헌

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해양학 공

우리나라 동해에 치한 후포뱅크는 공장과 같은 인 인 오염 요인에 향을 거의 받지 않

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Paik et al. 2007) 반면 남해안에 치한 양만은 주변에 인구가 

집되어 있고 공장이 치해 있어 생활하수나 공장폐수에 향을 받는다(Baek et al. 2011). 

Smith et al. (1989)에 따르면, 식물 랑크톤을 구성하는 생화학  요소(Carbohydrates, 

proteins, lipids)는 환경  요인, 특히 빛과 수온, 양염에 향을 받아 그 구성비율이 달라진

다고 한다. 서로 다른 환경인 후포뱅크와 양만에서 비슷한 시기(후포뱅크 : 2012년 7월 / 

양만 : 2012년 8월)에 식물 랑크톤의 생화학  요소의 구성 비율을 알아보고자 후포뱅크에서 

10개 정 , 양만에서 2개의 정 을 선정하여 표층 량의 100%, 30%, 1%에 해당하는 3개의 

수심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 다. 후포뱅크에서 Cabohydrates, Proteins, Lipids의 값은 15.9 

mgL-1에서 191.1 mgL-1(평균±표 편차=91.3±50.6 mgL-1), 27.0 mgL-1에서 134.9 

mgL
-1

(77.4±32.7 mgL
-1

), 25.0 mgL
-1

에서 46.7 mgL
-1

(34.2±5.1 mgL
-1

)로 각각 나왔으며, 양만

에서 Cabohydrates, Proteins, Lipids의 값은 61.2 mgL
-1

에서 412.3 mgL
-1

(151.5±121.2 mgL
-1

), 

22.8 mgL-1에서 289.4 mgL-1(130.8±86.4 mgL-1), 162.2 mgL-1에서 401.4 mgL-1(230.7±79.6 

mgL
-1

)로 나왔다. 두 지역의 평균값을 퍼센트로 나타낸 결과 후포뱅크의 경우 Carbohydrates 

45.0%, Proteins 38.1%, Lipids 16.7%로 Lipids의 비율이 다른 두 성분에 비해 낮게 나온 반면, 

양만은 Carbohydrates 31.2%, Proteins 21.4%, Lipids 47.5%로 Lipids의 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1. Sang-Gyu Paik, Rae-Seon Kang, Jae Ok Jeon, Jae-Hac Lee, and Sung Gyu Yun, Distribution Patterns of 

Sandy Bottom Macrobenthic Community on the Hupo Coastal Area, In the East Sea of Korea, Ocean and 

Polar Res., Vol. 29(2), pp.123-134, 2007.

2. Ralph E. H. Smith, Pierre Clement, and Erica Head, Biosynthesis and photosynthate allocation patterns of 

arctic ice algae, Limnol. Oceanogr., Vol. 34(3), pp.591-605,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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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천수만 해역에서 담수 방류가

동물 랑크톤에 미치는 향

이상우, 이재 , 박 철

충남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장마기에 인  인공담수호로부터 량의 담수가 천수만에 방류되는데, 이 담수의 갑작스런 유

입이 랑크톤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장마기 ·후 시기를 목표로, 2012년 6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열흘 간의 간격으로, 수온, 염분을 측정하고, chlorophyll a 농도와 동

물 랑크톤의 개체수를 측정하 으며 이들 각 변수 간의 계를 악하 다. 생체염색법을 이

용하여 동물 랑크톤의 사망 개체수도 조사하 다.

 담수 유입이 수온 변화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었지만, 염분은 담수 방류량에 큰 향을 받

고 있었다. 를 들면, 3차 조사 시기 던 7월 17일과 6차 조사 시기 던 8월 17일에는 만의 

북쪽 담수호 인근 부분에서 22 psu, 17 psu 까지 낮아지는 염분이 측되었다. 한 이시기에 

표층 chlorophyll a 농도가 증가하여, 담수 방류와 양염 공 , 그로 인한 식물 랑크톤 증식 

등의 시나리오가 가능했다. 식물 랑크톤이 증가한 시기에 동물 랑크톤 개체수도 증가하여 먹

이의 증가에 따른 동물 랑크톤의 numerical response도 확인되었다. 동물 랑크톤 총 개체수 

 주요 우 종 Acartia hongi, Paracalanus parvus, Corycaeus affinis, Evadne tergestina 등은 

chlorophyll a 농도와 유의 인 양의 상 계를 보 다. 동물 랑크톤 개체수와 수온, 염분의 

계는 통계  유의성이 없었다. 결과 으로 천수만에서 이 시기에는 동물 랑크톤의 분포가 

수온과 염분보다는 양염의 증가와 이에 따른 chlorophyll a 농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여

겨졌다. 

 요각류의 사망률 조사에서 담수의 량 방류 후 사망한 개체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요각류가 측된 염분 변화 범 에서는 어느 정도 내

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동물 랑크톤의 사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침강될 수 

있기에 (동물 랑크톤 fecal pellet의 침강속도가 5∼22 m/day임을 감안) 사체가 이미 해 에 

가라앉아 채집되지 않은 탓인지를 구분하지는 못하 다. 주요 우  요각류의 격한 염분 변화

에 한 내성한계는 추후에 추가로 측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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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북 베링해의 식물 랑크톤의 거 분자생산비교

주희태, 이장한, 강창근, 임재 , 이상헌 

부산 학교 해양학과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에 따라 북극과 남극 양 극지방에 가장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특히 북극해의 경우 기후 변화에 따라 해빙의 분포가 어들고,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

는 등 해양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기온의 상승에 따른 북극해 주변의 환경변화에 한 연구는 

해양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해양 생물들의 응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앞으로의 환경변화

에 따른 반응을 유추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7년 

아 북극해 지역인 북 베링해에서 해빙이 후퇴하는 시기에 식물 랑크톤의 생리 상태를 변하

는 거 분자 조성과 이러한 거 분자 조성에 향을 미치는 다른 환경 인 요소( 양염, 염분, 

량, 수온)와의 계를 분석해 보았다. 거 분자 생산의 구성은 식물 랑크톤의 환경에 따른 

지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13

C 안정동  원소 방법을 이용하여 총 10개의 정

에서 량(100%, 30%, 1%)에 따라서 실험을 실시하 다. 거  분자 조성의 구성은 

LMWM(Low Molecular Weight Metabolites), Lipids, Polysaccharides, Proteins 4 종류로 구성

되어 지며 조사지역에서의 량의 따른 거 분자 조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LMWM과 

Polysaccharides의 경우 수직 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 으며 반 로 Lipids과 Proteins의 경우 

모든 정 에서 수직 인 분포가 반 로 나타났다. 체 인 거 분자 조성은 정 간의 차이가 

크지만 LMWM의 경우 37.9% (S.D.=± 18.8%), Lipids의 경우 26.6% (S.D. = ± 17.4%), 

polysaccharides의 경우 9.1% (S.D. = ± 7.8%), Proteins의 경우 26.5% (S.D. = ± 20.7%)이었

다. 다른 북극 지역에 비해 LMWM과 Lipids의 경우 높은 편에 속해 있었으며 polysaccharides

의 경우 비슷한 분포를 그리고 Proteins의 경우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 이 지역의 식물 랑

크톤의 거 분자조성의 분포는 식물 랑크톤이 생리 인 상태가 Bloom이 끝나고 난 후 변화하

는 단계 에 있기 때문에 여러 정  간에서 많은 변화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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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서 식물 랑크톤의 생체고분자(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조성과 먹이물질에 한 연구

   

이장한, 주희태, 박정우, 이다솜, 이상헌

부산 학교 해양학과

  2012년 10월에 한국과 러시아 공동으로 East-1 해양조사를 동해에서 실시하 다. 조사가 실

시된 곳은 동해의 북쪽부분으로, 식물 랑크톤의 생리상태에 한 연구가 보고된 바 없는 해역

이다. 식물 랑크톤이 가진 생체고분자 조성(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에 따라 생리상태를 가늠

하며 이는 상 양단계의 생리상태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 요소이다. 한 식물 랑

크톤의 사체가 유기입자로 떨어지면서 수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서생태계의 생물들 생리상

태까지도 향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 Savoye et al., 2003, Nelson & Smith, 

1986). 조사는 총 10개 정 에서 secchi disk를 이용하여 투명도를 측정한 후, 유 층 깊이 내

의 량에 따라 100%, 30%, 1% 깊이에서 해수를 채수하여 Watman 47mm GF/F로 여과하여, 

곧 바로 냉동보 (-80℃)하 다. 추출  분석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을 각각 Lowry et al. 

(1951), Blighr and Dyer (1959), Marsh and Weinstein (1966), Dubois et al (1956) 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식물 랑크톤 세포내의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함유량의 범 는 40.22～

22.92 μgL
-1 

(평균±표 편차 = 66.22±22.92 μgL
-1

), 80.10～135.50 μgL
-1 

(평균±표 편차 = 

94.97±16.61 μgL-1), 40.73～89.05 μgL-1 (평균±표 편차 = 68.44±16.86μgL-1)으로 나타났다. 

Danovaro et al. (2000) 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의 합을 먹이물질로 정의하 는데, 본 연구에

서 식물 랑크톤이 함유한 먹이물질 농도는 170～340 μgL
-1 

(평균±표 편차 = 227.54±49.20 μ

gL-1)로 나타났다. 

1. Danovaro et al., Biochemical composition of pico-, nano- and micro-particulate organic matter and 

bacterioplankton biomass in the oligotrophic Cretan Sea(NE Mediterranean), Oceanogr., Vol. 46, pp. 279-310, 

2000.

2. E. G. Bligh and W.J. Dyer, A rapid method of total lipid extraction and purification, Can. J. Biochem. 

Physiol., Vol. 37, pp. 911-917, 1959.

3. J.B. Marsh and D.B Weinstein, Simple charring method for determination of lipids, J. Lipid Res., Vol. 7, pp. 

574-576, 1966.

4. Lowery et al., Protein measurment with the folin phenol reagent, J. Biol. Chem., Vol. 193, pp. 265-275, 1951.

5. M. Dubois et al., Colorimetric method for determination of sugars and related substances, Anal. Chem., Vol. 

28, pp. 350-356, 1956.

6. N. Savoye et al., Dynamics of particulate organic matter δ15N and δ13C during spring phytoplankton blooms 

in a macrotidal ecosystem (Bay of Seine, France), Mar. Ecol., Vol. 255, pp. 27-41, 2003.

7. Nelson et al., The importance of ice-edge phytoplankton productivity in the southern Ocean, Bioscience, Vol. 

36, pp. 251-257,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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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과 지역  변화에 따른 식물 랑크톤의 

체내 지질(Lipids) 생성량 비교

이호원, 서희헌, 강한결, 강석한, 이상헌

부산 학교 해양학과

  식물 랑크톤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생체고분자 물질  일반 으로 가장 높은 에 지 효율

을 나타내는 지질의 양을 양만과 동해에서 조사하 다. 양만에서 2011년 10월, 2012년 4월

에 각각 5개, 4개의 정 에서 조사하 고, 동해에서 2012년 3월에 9정 에서 조사하 다. 각 정

에서는 Secchi disk를 이용하여 투명도를 측정한 후, 유 층 깊이내의 량에 따라 100.0%, 

30.0%, 1.0% 수심에서 채수 하 다. 채수한 샘 은 0.7 μm Whatman GF/F (47mm)로 필터 하

다. 조사 후 Blighr and Dyer (1959)와 Marsh and Weinstein (1966)의 실험 방법을 사용하

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지질의 양을 측정 하 다. 2011년 10월 양만

의 경우 31.25±8.44 μgL
-1 

(평균±표 편차), 14.21 μgL
-1 

(최소값), 44.82 μgL
-1 

(최 값). 그리고 

2012년 4월 양만의 경우는 101.55±79.26 μgL-1 (평균±표 편차), 21.39 μgL-1 (최소값), 236.85 

μgL
-1 

(최 값)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3월 동해는 23.27±14.27 μgL
-1 

(평균±표 편차), 9.23 μ

gL
-1 

(최소값), 78.64 μgL
-1 

(최 값)로 나타났다. 2011년 10월과 2012년 4월 양만에서 지질의 

값의 결과를 비교 했을 때, 10월에 비해 4월이 높게 나타나는 계  차이를 보 으며,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양만과 동해의 결과 값은 외양지역인 동해보다 연안지역인 양만에서 지질

의 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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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  안정동 원소를 활용한

열수 분출구 서식 생물의 에 지 기원 추

고아라, 주세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 자원연구부

  열수 분출구 생물들의 에 지  양학  기원을 이해하기 해 남서태평양 통가 해역의 

열수 분출구에서 9종의 열수 생물(Eosipho sp., Bathymodolus manusensis, Alviniconcha sp., 

Annelida sp.1, Opaepele sp., Annelida sp.2, Austinograea alayseae, Paraglypturus sp., 

Actinoscyphia sp.)과 열수(plume) 입자, 그리고 박테리아 매트(bacterial mat)를 ‘ROPOS’ ROV

로 채집하여, 이들의 지방산  안정동 원소(탄소, 질소, 황)를 분석하 다. 이들 열수 생물들

은 건 량의 약 1.4-8.7%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부분 세포막 구성 성분인 인지질

(phospholipid)과 에 지 장 지방인 트리아실 리세롤(triacylglycerol)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러나 미량의 콜 스테롤(cholesterol)과 왁스 에스테르(wax ester)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도 있

었다(Alviniconcha sp., Annelida sp.1, Opaepele sp., Actinoscyphia sp.). 열수 생태계는 일반

인 합성 기반의 해양 생태계와는 달리, 주로 황화수소와 메탄을 기반으로한 화학합성 생태계

로 유지되고 있다. 지방산 분석 결과, Bathymodolus manusensis, 박테리아 매트, Opaepele 

sp., Paraglypturus sp.에서 황 산화 박테리아 마커로 알려진 16:1(n-7)과 18:1(n-7)이 높은 비

율로 검출되었다. 이를 통해 생물들의 에 지원이 황 산화 박테리아로부터 부분 기원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합성을 통해서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20:5(n-3)를 포

함한 다 불포화 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도 일부 생물(Eosipho sp., Actinoscyphia 

sp.)에서 높게 나타나, 표층에서 합성 기원의 유기물이 열수분출구 생물까지 달되었을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산  안정동 원소 비는 열수 분출구 생태계에서의 에 지 

흐름과 기원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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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아문젠해역에서 식물 랑크톤의 

일차생산성 계  변동

김보경, 주희태, 이상헌

부산 학교 해양학과

 남극은 탄소 장고와 지구 인 해양순환에 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특히 서남극은 동

남극과 달리 해빙의 두께와 그 크기가 하게 감소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미래의 

해양생태계를 측하기 해서 이 지역의 연구는 아주 요하다. 2012년 2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아라온호에 승선하여 아문젠해에서 식물 랑크톤 일차생산성을 측정하 다. 총 18개 

정 에서 수행되었으며, 해빙농도와 지질학 인 치에 따라 4개의 지역으로 나 었다. 정  

39와 40을 제외한 Amundsen 지역에서 >20 µm 크기의 식물 랑크톤이 총 식물 랑크톤 군

집의 63.6% (± 0.1)로 우  하 고, 반면에 3-20 µm 크기의 식물 랑크톤은 Pine Island지역

에서 우  하 다. Polynya지역에서의 하룻동안의 탄소와 질소 섭취율은 0.23 ± 0.1 g C m
-2 

d-1과 0.46 ± 0.21 g N m-2 d-1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섭취율은 2010/2011년(2.2 ± 1.4 g C 

m
-2 

d
-1

)에 비해 10배나 낮은 값을 보 는데 이는 낮길이와 polynya의 개폐시기차이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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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scription of Zehntneriana villosa (Zehntner, 

1894)(Crustacea: Decapoda: Pilumnidae), and a 

new species of the rare rhizopine crab

Sang-kyu Lee1, Peter K. L. Ng2, Dongsung Kim1, Won Kim3

1
Marine Ecosystem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orea
2Department of Biologycal Sciences, Faculty of Scienc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3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Zehntneriana villosa (Zehnter, 1894) was described as Ceratoplax villosa 

belonging to the family Goneplacidae. This species, collected from Amboina Is. 

in Indonesia, was only recognized by the original description until Takeda 

reported as a type species for establishing the genus Zehntneria Takeda, 1972. 

Takeda (1972), however, shows a detailed description and simple picture (dorsal 

view of whole animal and outer view of chelipeds). The authors examined the 

holotype of Zehntneriana villosa (Zehntner, 1894) and the specimens identified by 

Masatsune Takeda, and then found out that the specimens of Takeda (1972) 

differed from the holotype of Z. villosa. As a result, the specimens of Takeda 

(1972) is supposed as a new species. The authors, herein, are described with 

illustration and  discussed whether the genus is valid or not because this 

specimen as type species of the genus Zehntneria. Moreover, Zehntneriana 

villosa (Zehntner, 1894) is redescribed with illu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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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variations in population dynamics of kelp 

Ecklonia cava in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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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variations in the recruitment, mortality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cklonia cava were investigated in Jeju Island bimonthly from April 2001 to February 2003. 

Additionall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biomass and morphological parameters 

to yield a simple and accurate non-destructive method to calculate grow rate of Ecklonia 

cava in long-term monitoring. Before a severe typhoon occurred at September 2002, stipe 

length was relatively constant. However, stipe length dramatically decreased by large 

disturbance due to a severe typhoon. Primary blade length, the longest blade length, and 

the number of blade showed distinct seasonal variations, increasing during spring and early 

summer, and decreasing during autumn and winter. The recruitment occurred continuously 

all the year round. In particular, the peak was observed during spring-early summer when 

water temperature increased. This indicates that the peak of recruitment was affected by 

water temperature. The mortality rate was less than 0.2 throughout the experimental period 

except typhoon season. The typhoon led to mass mortality events (approximately 0.6) in 

summer 2002 and 2003. This result implies that typhoon is major cause of natural 

population decline in Jeju Island. In adult plant, the longest blade length strongly (r
2

=0.816) 

correlated with individual biomass. In juvenile plant, thallus height was highly(r
2

=0.936) 

related with individual bioma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ongest blade length and 

thallus height can be used as a non-destructive monitoring tool for calculating growth rate 

in adult and juvenile plan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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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phytoplankton biomass and 

environmental factors at inner and outer sites in 

Incheon port, Korea

권오윤, 강정훈

상명 학교 그린생명과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1. Introduction

Human activities in coastal areas are increasing wi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at 

increased many pollution problems such as eutrophication and red-tides. The coastal waters 

are regarded as a transition zone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area polluted by 

port activities. A port can be explained as a protected part of a body of water that is 

sufficient water depth provide anchorage and functional conditions for loading and 

unloading of ships (Mestres et al. 2007). The ports have complex structure under the 

influence of numerous pollution sources. Noise, waste water, fishing activity, nutrients 

loading and ballast water inflow are likely to be present in one way or another. Recently, 

these have been recognized as importance problems in the world. In particular, ships 

discharge their ballast water into the port as cargo is loaded are known the largest single 

vector for non-indigenous species (bacteria, phytoplankton, protozoa and zooplankton) 

transfers (Ruiz et al. 1997; Zhang and Dickman 1999). Therefore, due to various pollutions 

the port need to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Incheon Dock is located in 

Gyeounggi Bay, western coast of Korea of which the tidal difference is maximum 10 m. 

The inner area of Incheon Dock is 1.85´10
7

m
2 

and its average water depth is 12m. This 

dock is a lock gate type dock on which the cargo handling work can be done even at low 

tides. That is, even if this area is also a marine  ecosystem, it has the environmental 

character ssimilar to a lake that has little current and wave (Yoo et al.1997). Thus, the 

biological parameters studied in the research area will be compared with those in other 

coastal areas in Korea (Cho and Shim1992; Lee 2001; Yang et al. 2003; Park and Shin 

2007), as well as in lake Shihwa which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eutrophicated 

brackish water environment in Korea (Choi et al. 1997). Phytoplankton populations’ annual 

changes referred to as the seasonal succession, even though these changes are shown in 

the water system (Padisak 1994). The seasonal succession in phytoplankton populations 

occur primarily due to changes in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light and nutrient 

availability. Grazing by higher trophic levels, including zooplankton and fish is also 

important to affect the succession (Rocha et al. 2002; Noble et al. 2003). In this study we 

aimed to 1) understand the seasonal change of phytoplankton composition, 2) to explain 

their 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factors at inner and outer stations Incheo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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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M aterials and M ethods

Sampling was seasonally investigated at eight stations during from February 2007 to November 

2009 and at Incheon port, Korea (Fig. 1). The 5 stations were located at inner sites (I-S) and 3 

stations were located at outer sites (O-S).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at a depth of 0.5 m 

using a Niskin sampler.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obtained using CTD profiler (SBE 19 

plus, USA). Dissolved oxygen (DO) and pH were obtained using DO meter (YSI-58) and pH 

meter (Orion 7 star). Total suspended solids (TSS) were estimated after filtration of 0.5-1 L of 

water. In the laboratory, the filters were dried at 105°C for 24 h, and later muffled to obtain 

dry weight of the suspended solids. For chlorophyll a measurement, 500mL of subsample was 

filtered through a 47mm Whatman GF/F filters and extracted in 90% acetone according to 

Humphrey and Jeffrey (1997). Water samples were filtered using GF/F filters to determine 

nutrient concentration and these filtrates were frozen and analyzed with Auto-analyzer (nitrate, 

nitrite, ammonia, silicate and phosphate). Phytoplankton samples were taken with Niskin sampler 

and net (mesh size 20 µm), and immediately preserved with Lugol's solution to final 

concentration of 4%. The preserved phytoplankton was identified and enumerated under a 

microscope in a laboratory. For enumeration and identification of phytoplankton species, cell 

counts were made using a Sedgwick Rafter counting chamber at ´400 magnification, and 

identification of phytoplankton communities; diatoms, dinoflagellates, cryptomonad and 

euglenoides was made of LM (Axioscope 40, Zeiss) and SEM (LM 5600, Geol). Pearson 

correlation matrix was calculated in order to examine individual relationships between with 

variable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12.0 software.

Fig. 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at Incheon port, Korea. A) Outer port 

stations, B) Inner port stations.



3 . R esults and D iscussion

Seasonal variation of temperature, salinity, pH, DO, COD, TSS, DIN, phosphate and silicate 

variables is presented in Table 1. Based on the ANOVA, temperature, salinity, DO, TSS 

and silicat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s (p<0.05) during the study periods. Mean water 

temperature varied from a minimum of 1.97°C during the winter season to a maximum 

28.15°C during the summer season. At I-S were showed high temperature all seasons, 

excepted in winter (Fig. 3(a)). The salinity of I-S ranged from 26.45 to 31.39 psu with 

significant seasonal differences. At IP (mean 27.16) and OP (mean 26.14) were showed less 

than 28 psu in summer. DO concentration appeared to be high concentration at OP during 

the study periods. pH showed high value in spring (mean 9.01), and decreased in summer 

(mean 7.85). COD ranged from 0.56 to 38.59 mg L-1 at study sites. Also, it showed not 

significant seasonal changes. TSS showed similar concentration between IP(mean46.49) and 

OP (mean49.41mgL
-1

) in summer. But, other seasons showed over 1.5 times concentration 

at OP. Range of maximum and minimum concentrations of DIN (nitrate, nitrite and 

ammonia), phosphate and silicates were 2.40-12.15 μM, 0.05-0.25 μM and 0.08-3.25 μM, 

respectively. Phosphate showed high concentration at IP all seasons (Fig. 4(b)). Mean 

phosphates concentrations varied from 1.01 μM in spring to 1.60 μM at IP in autumn. A 

silicate showed increasing concentration during the summer and the lowest in winter and 

spring. The highest concentrations of chl-a occurred during the spring season at outer port 

while the lowest occurred during the summer season at inner port. The observed 

differences are likely related to local forcing functions, such as variations in nutrient 

concentrations derived from inner port, differences in anthropogenic activities that modify 

coastal dynamics or changes in nutrient concentrations, as well as differences in water 

depths which affect resuspension of inorganic particulate matter. 

Fig. 2. Dendrogram of clustered groups by the Bray-Curtis dissimilarity based on 

environmental factors at Incheon port, Korea.  IP: Inner port, OP: Outer port.



Fig. 3. Seasonal vari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at inner and outer stations in Incheon 

port, Korea. A) Water temperature, B) Salinity, C) pH, D) Dissolved oxygen, E) Chemical 

oxygen demand, F) Total suspended solids.

Figure 4. Seasonal variation of DIN, phosphate and silicate concentration at inner and outer 

stations in Incheon por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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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liminary study for identification of the 

cyst-theca relationship of the dinoflagellates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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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200 extant marine dinoflagellate species are known to produce resting cysts during 

their life cycle, however cyst-theca relationships have been confirmed for about 70 specied only 

through laboratory excystment experiments. In addition, due to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dinoflagellate cysts caused by biogeochemical process in the sediments, many dinoflagellate cysts 

remained unidentified. In this study, to establish the cyst-theca relationships of the dinoflagellate 

species, sediment trap samples were collected in Masan Bay, Korea. Based on the morphological 

features such as wall structure, color, ornaments, size and archeopyle, a total of thirty-eight unknown 

cyst types were observed and all the cyst types were illustrated with photomicrographs and 

descriptions. As a result of cyst germination experiments, four new cyst-theca relationships were 

identified; Protoperidinium paraoblongum, Diplopsalis sp., Preperidinium sp. cf. meunieri and 

Protoperidinium sp. cf. pentagonum.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the accurate species levels 

of these dinoflagellate cysts using molecular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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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features and viability of Scrippsiella 

trochoidea cyst isolated from faecal pellets of 

polychaete Capitella sp.

              

Hyeon Ho Shin1, Zhun LI1,2, Seung Won Jung1 

and Young-Ok Kim1

1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2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Recently, two morphotypes of Scrippsiella trochoidea cyst, one typical type with short 

calcareous spines (Spiny-type cyst) and another transparent type without the calcareous 

spines (naked-type cyst), were dected in natural surface sediments. The naked-type cysts 

is the morphological response to acidic environments of the sediments. The outer 

ornaments of dinoflagellate cysts constituted by organic and calcareous matters may be 

capable to protect the cyst body against grazers, although the funtional significances of 

outer ornaments are largely unknown, This indicates that since the naked type cysts can 

be exposed to the grazing of benthic organisms, the study on their viability in the 

sediments should be carried out. To test the germination capibility and observed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two morphotypes of S. trochoidea cysts isolated from the faecal 

pellets of polychaete Capitella sp. we carried out the short-term laboratory experiments. In 

results, the destruction of calcareous spines and thin organic wall was observed in both 

spiny and naked-type cysts after passages through the gut of Capitella sp., which seems 

to occur quickly in the naked-type cysts. In spiny-type cyst, the germination ratio was 100 

% after 1 day of incubation however that of naked-type cyst was 50 %. After 2, 3 and 4 

days of incubation, extemely low germination ratios were recorded for spiny-type cysts 

and the naked-type cysts failed to germin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posit-feeder gut 

passage can reduce germination of S. trochoidea, especially for the naked-type c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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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서동물의 생태지수를 활용한 오염 모니터링기법 

연구

이희갑1, 오제 1, 강태욱1, 민원기2, 노 수2, 김동성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해양생태계연구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동해연구소

   본 연구는 남해연안에서 서환경의 오염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가막만, 진해만과 상

으로 오염도가 낮을 것으로 상되는 지역인 양만을 상으로 형 서동물의 생태지수를 

용하여 서생태계의 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생태지수는 N/C(Nematode/Copepods I

ndex), MPI(Meiobenthic Pollution Index), MI(Maturity Index), ITD(Index of Trophic Diversi

-ty)로 형 서동물 그룹  높은 서식 도로 출 하는 해양선충류(Nematodes), 서성 요각

류(Harpacticoids), 다모류(Polychaeta)의 생태  특성을 기반으로 만든 생태지수를 용하 다. 

그리고 각 지수들 간의 통계  유의성을 살펴보고 국내연안에 용가능한 생태지수를 고찰하

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010-2012년 한강, 강, 산강  낙동강 하구역에서의 

식물 랑크톤 군집의 변화

정미희, 김아람, 김기원, 윤석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우리나라 주요 강의 하구역에서의 식물 랑크톤 군집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해 2010년부터 2013

년까지 총 3년에 걸쳐 각 하구역 별 10개 정 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한강을 제외하고 강, 산

강, 낙동강 하구역의 10개의 정 은 하구둑 바로 아래부터 연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 다. 한강 하

구역은 지정학  사유로 인해 종도를 심으로 좌측과 우측을 비교하 으며, 이 때 종도 남쪽 정

은 시화호 근처의 정 을 함께 포함하 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00여종이 넘는 식물 랑크톤이 

조사 하구역에서 분류․동정되었으며, 한강에서는 210여종, 강에서는 260여종, 산강에서는 200여

종, 낙동강에서는 270여종의 식물 랑크톤이 각각 동정되었다. 강  낙동강 하구역에서는 시기에 

따라 빈번한 녹조류의 출 으로 다른 하구역에 비해 좀 더 많은 종이 출 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

강  산강 하구역에서는 풍수기 일부시기에 담수 녹조류가 출 하 으나 그 빈도가 낮고 10여 종 

미만이 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강 하구역의 식물 랑크톤 존량은 표층에서 1～9,639×103cell

s․L
-1

, 층에서 2～10,894 cells․L
-1

가 출 하 으며, 2011년 4월 정  6을 제외하고는 표층에서 모

두 1,000cells․L
-1

가 넘게 출 하 고, 이 때 Skeletonema spp.가 70%이상의 우 률을 보 다. 강 

하구역에서는 6～9,440×103cells․L-1, 층에서 0～6,883 cells․L-1가 출 하 으며, 한강 하구역과 마

찬가지로 춘계 수화 상이 나타났으나, 주요 우 종은 Rhizosolenia delicatula로 우 종의 차이가 존

재하 다. 산강 하구역에서는 표층에서 2～5,579×10
3

cells․L
-1

, 층에서 7～2,668 cells․L
-1

가 출

하 으며, 2011년 춘계 수화 상이 정  10에서 나타났으나, 부분의 정 에서 Skeletonema spp.가 

우 함으로써 한강 하구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낙동강 하구역에서는 동계에 담수 규조류인 

Stephanodiscus spp.의 담수역 수화 상으로 인해 하구둑 바로 아래인 정  1에서 271×10
3

cells․L
-1

로 나타났으며, 연안역으로 갈수록 45×103cells․L-1이하의 개체수가 출 하여 강 상류의 수화 상이 

연안역까지 미치지는 않았으나 정  3까지 우 함으로써, 하구 수로 해역에서는 담수 종에 의한 향

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군집 분석 결과 한강하구역은 시기별로 종도를 심으로 동쪽 군집

과 서쪽 군집 는 북쪽 군집과 남쪽 군집으로 묶이는 경향을 보 다. 강은 크게 하구역 인근정

과 외양정 으로 구분되었는데, 지리 으로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로 두 개의 군집으로 묶이기는 

하나, 때때로 강우, 강설,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군집의 혼합이 생기거나 더 분할되는 경우도 생

겼다. 산강 하구역은 부분이 연안역의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반 으로 하구둑 인근 정 과 외양

측 정 으로 나뉘어졌으며, 낙동강 하구역은 크게 하구둑 인근정  과 연안정 , 외양정 으로 나  

수 있었다. 우리나라 주요 강의 하구역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물 랑크톤의 군집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으나, 3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 로 할 때,  한강 하구역의 식물 랑크톤 

군집은 지정학  사유로 인해 주로 연안역의 특징을 보 으며, 강과 낙동강은 강수량 증가로 인한 

하구둑 개폐의 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강 하구역의 식물 랑크톤은 강수량이 

매우 높은 시기에 담수의 향을 받고 있었으나 그 향이 매우 미미하여, 반 으로 연안역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한 장기 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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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biological effect monitoring of chemical 

stressor; a case study at South Sea, Korea

정지 , 채 선, 김하나, 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류유해물질 연구단

  The evaluation of the health status of the coastal ecosystem is an important 

task for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To decide the “good health status 

from chemical pollution” and “poor health status from chemical pollution” in 

different coastal areas is need a combination of multiple data sets in various 

organisms. Marine ecosystems are complex and dynamic system in specific 

endpoint (e.g. species diversity). Therefore, interpretation of results of 

environmental monitoring based only upon measures at the ecosystem level is 

extremely difficult. The importance of measuring the biochemical effects of 

contaminants from marine biota was recognized from early 1970s. It has been 

emerged during the last 20 years which was sponsored by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Intergovernment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In the study, selected biochemical marker data from target fish were subjected 

to GLM approach which suggests relating biochemical marker response to health 

status in different seven study are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ish Biomarker Index (FBI) were observed between reference (Haegeumgang) 

and contaminated sites (Masan, Jindong and Gohyun). The area effect of 

biotransformation markers (ethoxyresorufin-O-deethylase a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 in Masan and Jindong bay. The highest area effect of 

Acetylcholinesterase was observed inner site of Gwangyang bay. This results 

clarify that fish from Masan bay and Jindong bay were induced the 

hepato-detoxification system abnormally and similar with our previous studies in 

Masan ba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pecific biochemical markers 

can contribute to evaluation of "good health status from chemical contamination" 

by compare to sites and species for variou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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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ing ecology of anchovy Engraulis japonicus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Min Jung Kim, Seok hyun Youn

Fishery and Ocean Information Division, NFRDI

 

The Japanese anchovy Engraulis japonicus is a widespread species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major fishery resources. To understand the spatio-temporal variation in 

anchovy prey items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The stomach contents of 

anchovy and the structure of the zooplankton community were analysed at three sites 

(Jindo, Yeosu and Tongyeong) from July, 2011 to February, 2012.

The food compositions of anchovy c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areas and season. Diet 

similarity analysis indicated that Jindo and Yeosu (80%) were clustered together, another 

group was Tongyeong. The main prey items in Yeosu and Jindo were cyprii stage of 

barnacle (>35%) and copepod Calanus sinicus (>22%) in July. However, predominant prey 

items in Tongyeong were small copepod Paracalanus parvus s.l. (41%) and Corycaeus 

affinis (22%). During the same period, the dominant zooplankton were cladocera Evadne 

tergestina (39%) in Yeosu, small copepod Paracalanus parvus s.l. (28%) in Jindo and 

cladocera Evadne tergestina (14%) in Tongyeong,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season, 

the dominant prey items were barnacle larvae and copepod in Summer, phytoplankton and 

Pseudodiaptomus marinus in Autumn and Paracalanus parvus s.l. and cold water copepod 

Centropages abdominalis in Winter. Anchovy choose the prey item Calanus sinicus (3%) 

rather than cladocera Evadne tergestina (39%) which was a dominant species in the 

catching site in Summer. Pseudodiaptomus marinus (0.5%) and Centropages abdominalis 

(0.9%) were chosen rather than Paracalanus parvus s.l. (30%, 21%) for anchovy in Autumn 

and Winter, respectively. There were differences of prey items of anchovy with area and 

season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These result suggest that the prey 

selectivity of anchovy showed high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in the study waters. The 

feeding mechanism of anchovy is essential to be survived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where the large scale of spatio-temporal variations in prey items i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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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조력발 소 가동 후에 시화 내‧외측의 

식물 랑크톤 군집의 변동

윤석민1,3, 정승원1, 최충 1, 유재원2, 이진환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관1,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2, 상명대학교 생명과학과3

시화 조력발 소 건설  가동에 따라 발 소 운  ‧후, 시화호 내측과 외측의 식물 랑크톤 

군집 변화를 비교하기 하여, 2004년부터 2011년 8월 (발 소 가동 )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발 소 가동 후)까지 시화호의 내측 (5개 정 )과 외측 (3개 정 )에서 각각 식물 랑

크톤의 출 종수, 종조성, 개체수, 우 종 등을 조사하 다. 식물 랑크톤 군집은 조력발 소 

가동 에 시화호 내‧외측의 상 계수가 0.55 던 반면에, 가동 후에 0.81로 증가하여 시화호 

내‧외측의 식물 랑크톤 군집은 차 유사해지고 있었다. 이는 식물 랑크톤 개체수의 변동과

도 유사하 는데, 발 소 가동 의 식물 랑크톤 내‧외측의 개체수는 각각 3.6×10
6

 cells/L와 

1.1×10
6

 cells/L로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 지만, 가동 후에는 각각 0.8×10
6

 cells/L, 0.6×10
6

 

cells/L로 비슷한 수 으로 조사되었다. 출 종수는 2009년 이후 시화호 내측에서 다소 증가하

는 추세를 보 으며, 외측 간 출 종수의 차이도 감소하고 있었다. 우 종의 변동을 보면, 조력

발 소 가동 에는 국내 연안에서 조를 일으키는 주요 조원인생물인 Heterocapsa sp., 

Prorocentrum minimum의 발생빈도가 높았던 반면, 조력발 소 가동 후에는 국내 연안에서 

자주 찰되는 식물 랑크톤 군집에 속한 Chaetoceros curvisetus, Skeletonema marinoi가 출

하 다. 따라서, 시화호의 식물 랑크톤 군집은 발 소 가동 에 상이한 양상을 보인 반면, 

발 소 가동 후에는 연안성의 식물 랑크톤 군집을 보이고 있어, 과거에 비해 내‧외측간의 수

환경의 차이가 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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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에 포함된 리그닌 추출  정량분석

황진익, 이건섭, 박미례, 이택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리그닌은 셀룰로오스  헤미셀롤로오스와 함께 식물의 목질부를 구성하는 지용성 페놀고분자를 의미

한다. 리그닌은 하등식물과 수 식물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육상 고등식물의 진화발생과 깊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Science Daily(2009. 1. 29))에 의하면 육상식물이 아

닌 해조류(홍조류)에서 리그닌이 발견되어 진화학 인 측면에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

라 역에 분포하는 해조류에 포함되어 있는 리그닌 함량분석을 목표로 두었다. 실험에는 51종 의 해조

류가 선별되어 사용 되었다. 해조류에 포함된 리그닌 content는 acetyl bromide treatment method를 통

해 측정했다. 실험의 결과 리그닌 content는 거의 모든 해조류 종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갈조류의 지충

이, 마디말, 홍조류의 개우무, 빈참지 아리에서 높은 리그닌 content가 확인되었다. 향후 정량 인 분

석을 해 GC-MS/MS 장비를 통한 리그닌 composition 분석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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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hypoxia biomarker candidates from 

sea urchin (Strongylocentrotus nudus) coelomocyte by 

cDNA microarray

이건섭, 황진익, 박미례, 이택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Dissolved oxyge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controlling growth in aquatic 

organisms. Hypoxia is generally defined as dissolved oxygen less than 2.8 mg 

O2/L(equivalent to 2 mL O2/L or 91.4 mM). In this study, increasing of red spherule cell 

and gene expression change by microarray analysis in sea urchin (Strongylocentrotus 

nudus) coelomocytes was accomplished to identify cellular stress of hypoxia condition. 

Adult sea urchins were exposed to dissolved oxygen levels of 7.6 mg O2/L (normal), 4.7 

mg O2/L and 1.6 mg O2/L (hypoxia), at 15°C and 33‰. The each coelomocytes of 

Strongylocentrotus nudus were harvested at 0 hr, 6 hr, 12 hr and 24 hr. A significant 

increasing of the red spherule cells was observed hypoxic condition sample at 24 hr. To 

process molecular work, microarray analysis was conducted. Several genes in hypoxia 

group (24 hr) were significantly reduced than control group (normal, 0 hr). These genes 

(RNA processing and modification related genes: RNA helicase and pyrophosphatase DCP2, 

transcription related genes: CDP1 and GATA-4/5/6, cell cycle control related gene: spindle 

pole body, defence mechanism related gene: C-type lectin) were identified by qReal-time 

PCR. We identified that gene expression of hypoxia group was reduced by up to 20%-80% 

compared to control group at 24 hr. RNA helicase and GATA-4/5/6 were reduced by 60% 

and 80% in the field samples, respectively. Taken all together, our results exhibit the 

feasibility of using sea urchin coelomocytes as biological indicator of hypoxic stress. And 

RNA helicase and GATA-4/5/6 can be biomarkers for verification of stress responses of 

sea urchin exposed to hyp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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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usually low level of primary production in the 

Chukchi Sea Shelf, 2009 

윤미선1, Terry E. Whitledge2, Mike Gong2, 이상헌1*

1부산 학교 해양학과
2Institute of Marine Science,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Fairbanks, AK 

99775-7220, USA

Phytoplankton production measurements were conducted in the Chukchi Sea Shelf during 

the 2nd RUSALCA cruise from 1 to 31 September 2009, using a13C-15N-dual tracer 

echnique.The carbon produc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lorophyll a 

concentration, whereas negatively affected by the strong stratification and high accumulation 

of fresh water. The daily carbon production rate in 2009 was very low, with a mean of 0.3 

g C m
-2

d
-1

(SD=± 0.2gCm
-2

d
-1

), compared with those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in the 

region. This might be induced by decrease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resulted from a 

smaller volume of Anadyr Water which normally carrys high nutrients and phytoplankton 

biomass. Under the low nutrient and freshening condition during this study, more abundant 

small phytoplankton existed in the Chukchi Sea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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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scription of Caligus undulatus Shen and Li, 1959 

(Copepoda, Siphonostomatoida, Caligidae) in plankton 

samples off Korean waters

문 성 용 1
, 박종식1, B. A. Venmathi Maran2, 서호 1 

1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환경해양학 공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연구부

  

   A redescription of the caligid, Caligus undulatus Shen and Li, 1959 (Copepoda, 

Caligidae) is provided based on both sexes collected from the plankton samples off Korean 

waters. Although it has been reported from plankton samples of China, India, Brazil, Korea, 

Japan and Mexico, still, it needs a detailed redescription. Our findings revealed som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orginal description and the specimens re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such as the overall body proportions of both sexes, the structure details of mouth 

appendages and the armature of legs. Caligus undulatus can be distinguished from its close 

congener C. chelifer Wilson, 1905 by a combination of adult female characters that 

includes: (1) the abdomen about 2.5 times longer than wide; (2) the presence of one 

distolateral pinnate seta on the protopod of leg 4; (3) the leg 5 with only two setae; and in 

the male (4) the presence of well protruded quadrilateral knob at midlength on the protopod 

of maxilliped. 

Key wards: Sea lice, plankton, redescription, Caligus undulatus, no ho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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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pecies of the genus Enhydrosoma (Copepoda: 

Harpacticoida: Cletodidae) from the sublittoral zone, 

Gwangyang bay, Korea.

Kichoon Kim and Wonchoel Lee

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South Korea

  During a study of harpacticoid copepods from sublittoral zone in Gwangyag bay, Korea, 
a new species of the genus Enhydrosoma was found from muddy sediment. The family 
Cletodidae includes 23 genera with 115 species. The genus Enhydrosoma is the biggest 
genus in the family Cletodidae harboring 34 species, although Enhydrosoma was not 
recorded in Korea yet. The new species has superficial resemblance with E. curticauda 
Boeck, 1872 in the morphological characters: (1) whole body shape, (2) concave form 
rostrum, (3) sexual dimorphism of P3 endopod (2-segmented with apophysis) and Caudal 
Rami (different shapes between both sexes). However this new species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E. curticauda by the characters of setal formula of swimming legs and 
P5 structure. The second endopodal segments of P1-P4 in the new species have only two 
setae on distal margin, respectively. The end of P5 baseoendopodal lobe of the new species 
splits into two, much like a bifid and it extends well beyond other exopods. P5 exopod of 
the new species ornamented with only three setae but four setae in E. curticauda. Present 
study aims to provide a description and systematic account on the new species with 
detailed illustrations and SEM photos.

Keywords: Harpacticoida, Cletodidae, Enhydrosoma, morpholog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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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모델링기법을 이용한 양식새우의 최 성장환경에 

한 연구

이어진, 신용식

목포해양 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과거부터 재까지의 새우 양식은 체계화되어있지 않고, 정량 인 수치가 아닌 경험을 통한 

양식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특히, 새우 양식을 한 사료의 무분별한 투여는 새우 양식장의 

수질뿐만 아니라 해양  수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악화된 수질은 새우의 바이

러스 감염을 야기시키고, 이는 양식 새우의 량 폐사로 이어지지만, 재까지 이를 방지하기 

한 처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모델링기법을 이용하여 양

식새우 최 성장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growth model과 ecosystem model을 기반으로 Compaq Fortran(77) 

professional edition 6.5.0 로그램을 통해 모델을 구성하 다. 모델링 결과, 새우성장에 요구

되는 먹이량은 수온에 따라 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수온이 낮은 경우 새우 성장에 많은 양의 

먹이가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양식장의 먹이생물( 랑크톤)을 

고려한 먹이량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 새우 성장에 요구되는 먹이량  일부는 장 해수에 

포함된 먹이생물( 랑크톤)을 통해 섭식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사료를 투여하는 것으로도 

새우의 성장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새우양식장의 과다한 사료 사용을 방지하

고, 나아가 양식장 수질환경 개선을 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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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해색 성과 MODIS를 이용한 월별 클로로필 변화 

측  비교

Monthly chlorophyll-a patterns from GOCI and 

MODIS

재, 박세 , 김 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천리안 해양 측 성(GOCI)은 세계 최 의 정지궤도 해색 성이다. 기존의 극궤도 해색 성보

다 약 4배 정도 높은 한 픽셀당 500m×500m의 공간 해상력을 갖고 있다. 한 GOCI는 하루에 

8회 측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어 한반도 지역의 해양환경 변화를 

측하는데 유용하다. 해색원격탐사를 통해 측할 수 있는 해양의 클로로필은 주변 생태계의 

향에 빠르게 반응하는 해양생태계의 요한 지표  하나이다. 클로로필의 변화를 측하는 

것은 식물성 랑크톤의 분포, 조  녹조와 같은 해양환경의 변화를 측하는데 있어 매우 

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해역에서 1개월 단 로 합성한 2012년 GOCI 데이터로부터 클로

로필 값을 추출하 고 그 결과를 동일한 기간의 MODIS 해색 성 자료와 비교하 다. 비교 결

과 체 인 클로로필 분포는 GOCI와 MODIS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국지 으로 차이가 나

타났다. 해역의 특성에 따라 1년간 클로로필 변화의 표 편차가 차이를 보 다. 본 연구는 해

색원격탐사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환경변화를 측함과 동시에 GOCI 데이터의 활용을 

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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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onomical analysis of Parvocalanus crassirostris 

(Calanoida; Paracalanidae) using Morphological and 

Molecular comparisons

Seunghan Lee and Wonchoel Lee

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Parvocalanus crassirostris (Dahl, 1884) is originally described from the Brazilian Atlantic 

coast and is also well known dominant species in the coastal waters from trophic and 

temperate zones around the world. Considering that P. crassirostris is limited to shallow 

waters rather than open water columns, their wide range of distribution are remarkable. In 

this study, we have compared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MtCO1 gene of three different 

populations occurred from Korean, Hawaiian and Brazilian coastal regions.

  As a result, Pacific and Atlantic populations are divided to two groups with some 

remarkable differences. First, two populations hav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 differences 

as follows: 1) rostrum, 2) segmentation of P1 endopod, 3) setae formula of P1 exopod, 4) 

genital operculum. Second, MtCO1 gene shows 98～100% consistency between Korean and 

Hawaiian populations, 97～100% consistency within Brazilian populations, and 75～77% 

consistency between Pacific and Atlantic popul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P. crassirostris from Pacific and Atlantic coastal regions can be 

regarded to different species. In addition, phylogenetic analysis of the genus Parvocalanus 

inculding two populations was conducted with morphological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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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of marine benthic ciliates from Baek-do, 

Jeju-do and the Korean tidal pool

Choi Jung Min, Kim Young-Ok

South Sea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Geoje 656-834

The marine benthic ciliate fauna inhabiting Korean tidal pool was investigated in April and 

June, 2012. The ciliates were collected from 3 stations on Baek-do, 5 stations on Jeju-do, 

and 25 stations along the eastern and southern coast. Thirty-three species representing 6 

classes, 14 orders, and 20 families were identified by microscopic observation of living and 

protargol silver-stained specimens. Among the ciliates encountered, 20 species were 

previously unrecorded from Korea, including  Aspidisca polypoda, A. pulcherrima, A. steini, 

Euplotes balteatus, Amphisiella sp., Pseudokeronopsis rubra, Holosticha diademata, 

Strombidium stylifer, Chaenea vorax, Lacrymaria marina, L. olor, Kentrophyllum 

verrucosum, Pseudochilodonopsis marina, Chlamydodon mnemosyne, Dysteria pectinata, 

Orthodonella apohamatus, Paramecium duboscqui, Cohnilembus verminus, 

Pseudocohnilembus marinus, and Pleuronema coronatum.  All species detected during this 

study are characterized in tables and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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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소 일시 정지에 따른 조하  형 서동물 종 조성  

군집구조 변화

유옥환, 이형곤, 이재학, 명철수
1)

, 변주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주)에코션, 2)한국수력원자력(주)

  발 소 일시 정지에 따른 서동물의 향을 연구하기 하여, 발 소 일시 정지 , 정지 

, 재가동 후의 형 서동물의 종 조성  군집구조 변화를 2011년과 2012년에 조사하 다. 

조사 기간 동안 정 별 출  종수는 발 소 취수구에서 가까운 정 에서 높았으며, 배수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출  개체수는 발 소 배수구 인근에 치한 정 에서 다

양한 분류군이 출 하 으며, 발 소에서 멀어질수록 다모류의 출  비율이 증가하 다. 2011

년 정 별 형 서동물의 출  개체수는 발 소에서 가까운 정 에서 높았으며, 발 소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반면에, 2012년의 경우, 발 소 취수구 근처인 정 을 제

외하고는 개체수가 낮았다. 조사 기간 동안 우 한 종들은 다모류 Magelona japonica(양손갯

지 이), 성구동물인 Apionsoma misakiana, 다모류 Mediomastus californiensis(버들갯지 이

류), Spiophanes bombyx(민얼굴갯지 이), Lumbrineris longifolia(긴자락송곳갯지 이), 이매패

류인 Raetella pulchella(쇄개량조개), 단각류 Ampelisca naikaiensis(나이카안경 새우) 등 이

다. 발 이 지 되었을 때 발 소 인근의 형 서동물 군집구조 범 는 좁아졌으나, 재가

동 되었을 때는 군집구조 범 가 넓어졌다. 형 서동물의 종수와 개체수 그리고 종 다양도 

지수 등은 층 환경 요인(수온과 염분)과 높은 상 계를 보 다. 본 조사에서 발 소 정지 

과 후의 형 서동물의 종조성과 군집구조의 변화는 발 소 배수구 인근에 치한 정 에

서 크며, 그 외 정 에서는 발 소 일시 정지의 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론 

  발 소에서 방출되는 온배수 향 지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은 생리  는 물리/화학  교

란을 받으며 새로운 환경에 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발 소는 주기 으로 방정

비를 실시하기 하여 일시 으로 발 을 지하며, 그로 인해 온배수 방출량이 감소하여 주변 

해역의 수온은 낮아진다. 발 소 가동이 일시 으로 단되어 온배수 방출양이 어들게 되면 해

양생물은 수온 감소에 따른 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에 한 연구는 매우 다. 

  우리나라 동해 연안은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증가하여 수온이 감소하기 때문에, 

형 서동물의 공간 분포는 퇴 물의 입도뿐만 아니라 수심의 향도 크게 받는다. 특히, 동해

안에 설치된 발 소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의 공간 분포는 일차 으로 수심의 

향을 받으며, 이차 으로 퇴 환경의 향을 받는다. 온배수의 향을 지속 으로 받는 지역의 

형 서동물 종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감소하며, 여름철 퇴 물의 온도가 높을 경우 량 사

망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 까지 온배수의 수온 증가에 따른 형 서동물의 종 조성  군집

구조에 한 연구가 부분 실시되었다. 그러나 일시 으로 온배수가 단되어 수온이 낮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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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형 서동물의 종 조성  군집에 미치는 향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발 소 일시 정지에 따른 수온 변화가 형 서동물의 종 조성  군집구조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발 소 일시 정지 과 일시 정지 기간 그리고 재가동 후의 형 서동물 종 

조성  군집 변화를  조사하 다.

재료  방법 

  형 서동물의 종 조성  군집구조를 악하기 하여  조사해역 11개 정 에서 시료를 

채집하 다. 채집 시기는 2011년 9월과 2012년 4월의 발 소 계획정비 기간 동안, 각각 3회(발

 지 , 지 , 재가동)실시 하 다. 시료를 채집하기 하여 각 정 에서 

Smith-McIntyre 그랩(0.1 m2)을 이용하여 2회 실시하 으며, 장에서 망목 1mm 채에 걸러진 

퇴 물(생물 포함)을 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 다. 고정된 퇴 물은 실험실로 운반하여 각 

분류군별 형 서동물을 분별 채집한 후, 개체수와 습 량을 측정하 다. 각 분류군별 형

서동물은 미경을 이용하여 가능한 종 수 까지 동정하 으며, 출  개체수를 계수하 다. 생

물 채집과 동시에 층 바닥의 수온과 염분과 용존산소 등을 측정하 고, 퇴 물을 실험실로 

운반하여 퇴 물의 입도와 유기물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토의

  2011년과 2012년 정 별 출  종수는 발 소 취수구에서 가까운 정 에서 높았으며, 배수구

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그림 1). 2011년과 2012년 정 별 출  분류군의 비

율을 살펴보면, 발 소 배수구 인근에 치한 정 에서 다양한 분류군이 출 하 으며, 발 소

에서 멀어질수록 다모류의 출  비율이 증가하 다. 발 소 북쪽에 치한 N 들에서의 출

 분류군의 개체수는 2011년 9월에서 10월로 갈수록 변화폭이 컸다. 2011년 고리 4호기 발  

정지 인 9월의 형 서동물의 평균 생체량은 발  가동 후인 10월에 비해 높았다. 생체량 

조성은 극피동물이 가장 높았다. 2011년과 2012년 고리 원  주변의 조하 에서 채집된 형

서동물의 종 다양성 지수의 변화를 보면, 발 소 배수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1. 2011년과 2012년 발  정지 , , 재가동 기간 동안의 형 서동물 변화



  조사 기간 동안 가장 우 한 종은 다모류 Magelona japonica(양손갯지 이) 으며, 평균 출

 개체수는 231 개체수/m2(14.0%) 다. 그 다음으로, 성구동물인 Apionsoma misakiana, 다모

류 Mediomastus californiensis(버들갯지 이류), Spiophanes bombyx(민얼굴갯지 이), 

Lumbrineris longifolia(긴자락송곳갯지 이), Sternaspis scutata(오뚜기갯지 이), 이매패류인 

Raetella pulchella(쇄개량조개), 단각류 Ampelisca naikaiensis(나이카안경 새우) 순으로 우

하 다. 최 우 종인 민얼굴갯지 이는 2011년 9월 N1정 에서만 극 우 하 으며, 10월(발  

재가동)에는 N1정 에서 격히 감소하 다(그림 2). 그러나 2012년에는 양손갯지 이(M. 

japonica)는 발 소 배수구 인근 정 에서는 거의 출 하지 않았으며, 발 소에서 멀어질수록 

개체수가 증가하 다. 버들갯지 이(M. californiensis)는 발 소 배수구 주변 정 에서 출 하

는 종으로, 2011년 9월에서 10월로 갈수로 DIS정 과 S1정 에서 개체수가 증가하 다. 그러

나 2012년 동안에는 버들갯지 이류인 M. californiensis는 DIS정 에서는 거의 출 하지 않았

으며, E1, E2, E2정 에서 우 하 다.

그림 2. 조사 기간 동안의 우 종의 정  간 변화

  형 서동물의 군집구조는 2011년의 경우 수온변화가 큰 발 소 배수구 인근 정 에서 변

화가 나타났다(그림 3). 발 이 가동되었을 때보다, 지 되었을 때 발 소 배수구 인근의 수온 

변화가 좁아짐에 따라 형 서동물 군집구조 범 가 좁아졌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2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발 이 정지 일 때는 발 소 배수구 앞 DIS정 만 따로 

구분되어지고, 나머지 정 (N1, E1, S1)들은 주 의 정 과 같이 묶 다. 그러나 재가동되었을 

때에는 N1, S1정 을 제외한 나머지 연안 정 들이 DIS정 과 같이 묶 다. 2011년과 2012년

의 형 서동물 군집구조는 B그룹의 범 에 차이가 나타났다. 2011년보다 2012년에 군집구조 

범 가 좁은 이유는 계 인 차이로 여겨지며, 발 소 정지 과 후에는 B그룹의 범 는 변



화가 없었다. 2011년과 2012년 조사 기간 동안 발 소 인근에 치한 A그룹과 주변 B그룹을 

구분하게 하는 종들은 부분 주요 우 종인  다모류 Magelona japonica(양손갯지 이), 성구

동물인 Apionsoma misakiana, 다모류 Mediomastus californiensis(버들갯지 이류), 

Sternapsis scutata 등이었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 발 소 정지 과 후의 형 서동물의 종

조성과 군집구조의 변화는 발  정지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큰 발 소 배수구 인근에 치한 

정 에서 크며, 그 외의 정 에서는 발 소 일시 정지의 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 조사 기간 동안의 형 서동물의 군집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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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reol A : A new cytotoxic compound isolated 

from the epiphytic dinoflagellate Ostreopsis cf. 

ovata from the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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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Young Yoon3, Wonho Yih1, Hae Jin Jeong4, Jung-Rae Rho1

1Department of Oceanography, Kunsan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Marine Biotechn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3CO2 Recycling Research Center, Advanced Institutes of Converg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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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reopsis spp. are benthic dinoflagellate, epiphytic on red and 

brown seaweeds and on rocks, sand, mussel shells and benthic 

invertebrates.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se organisms 

produce palytoxin-like compounds, one of the most potent biotoxins. 

Ostreocin D and ovatoxins are representative toxins that have been 

isolated from genus Ostreopsis. Ostreopsis spp. have recently been 

reported in Korean waters. Of these, one strain of O. cf. ovata was 

isolated, and a clonal culture was established. 

   Ostreol A has been isolated from a laboratory culture toxic 

phytoplankton (O. cf. ovata) harvested 4000L. The pellets were 

extracted with 50% aqueous methanol at room temperature. The 

extract was partitioned between butanol and H2O for desalination. 

The activity guided fractionation led to the isolation of a new 

cytotoxic compound, Ostreol A. Ostreol A is a non-palytoxin 

derivative which contains a primary amine group at one terminus and 

the central hairpin portion in amphidinols from the genus 

Amphidinium. Here, we present the isolation and structure 

determination by a combination of NMR and LC-MS/MS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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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CO₂농축수가 동물 랑크톤 사망률에 

미치는 향  
  

최서열, 장민철, 신경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평형수센터

 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농도는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기후

변화와 해수면상승, 생물다양성감소등 문제의 심각성에 한  세계 인 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수  CO2의 농도변화가 동물 랑크톤에게 미치는 생리 인 향을 악

하기 해 이산화탄소 농도별 사망률 실험을 하 다. 실험에 사용 된 동물 랑크톤은 장목만

에서 망목 60㎛네트를 이용하여 수직 채집하 다. 탄소량 260.7 mmol kg
-1

의 고농도 CO2 농

축수를 일정한 비율(0, 30, 50, 70, 80, 90%)로 자연해수와 희석하여 진행하 다. 실험은 페트

리디쉬를 이용하여 각 농도별로 3개씩 같은 조건으로 만들었으며, 농축된 동물 랑크톤 1ml

씩 투입하여 진행하 다. 공통 으로 12/12 시간의 조건, 자연해수와 같은 5℃ 온도 조건

하에서 사망률 측정을 실시하 다. 

 실험 결과, 염분 기와 종료 값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H의 경우 농도별로 차이는 있

으나 체 으로 기 값보다 0.1정도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동물 랑크톤의 사망률은 농

축수 구배에 따라 2시간이 경과하면서 고농도인 80, 90%에서 각각 98.8, 93.3%로 높은 사망

률을 보 으며, 8시간 경과 후 높은 농도인 70, 80, 90% 3개의 농도에서 부 사멸하 다. 

농도인 30, 50%에서는 3~4일 경과 후 부 사멸하 다. 결과 으로 높은 농도의 CO2 농축 

수에 노출되었을 때 동물 랑크톤의 반수치사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동물 랑크톤의 생존율에 CO2 농도가 직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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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new gastrotrich species of the genus Acanthodasys 

(Macrodasyida: Thaumastodermatidae) from South Korea
 

이지민1, 장천 2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2 구 학교 자연과학 학 생명과학과

  As a result of the faunistic study on the marine gastrotrichs in South Korea, two 

new species belonging to the genus Acanthodasys are described from fine sands in 

intertidal or sublittoral bottom of Yellow Sea and Jeju Island. Acanthodasys ericinus 

n. sp. is characterized by elongate body, cuticular armature intermingling scales 

with spiny scales (uniancres) and 3-4 mid-dorsal adhesive tubes. Acanthodasys 

comtus n.  sp. is differentiated from congeners by cuticular armature of spiny scales 

(uniancres) and two kinds of spineless scales comprising large, sculptured rhomboid 

plates with central depression, embossed with a crisscross, and small elliptical 

scales with thick rim and central depression without sculpture. This presentation 

deals with the morphological features under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and 

systematic accounts of the two new species. The genus Acanthodasys is first 

reported from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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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CO₂농축수가 식물플랑크톤 사멸에 미치는 영향

정한식, 현봉길, 신경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고농도 CO₂농축수가 식물플랑크톤 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 8월 울릉분지 해

역의 식물플랑크톤을 대상으로 선상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CO₂고농축수는 총 탄소량이 

160 mmol kg⁻¹이였으며, 각 실험구별로 여과해수를 이용하여 10%, 30%, 50%, 70% 비율로 희석하여 

현장 수온 및 광 조건하에서 노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생체량(FSU)값은 모든 실험 구에서 CO₂농축수

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대조구에서 10.33×10⁶cells L⁻¹의 현

존량을 보이던 식물플랑크톤이 10%의 CO₂고농축수에서 0.2×10⁶cells L⁻¹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값을 

보였으며, 규조류와 미소 식물플랑크톤은 각각 약 4배와 47배 이상 감소하였다. CO₂농축수의 구배비

율에 따른 우점종의 변화를 보면, 대조구에서 Chaetoceros 속과 Cylindrotheca closterium, 미소 식물

플랑크톤이 우점 하였으나, CO₂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식물플랑크톤의 모든 종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식물플랑크톤의 성장 및 사멸에 CO₂농축수가 직 ․ 간접적인 저해요소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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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Red sea bream iridovirus and viral 

nervous necrosis virus capsid protein by yeast surface 

display method

박미례, 이건섭, 황진익, 이택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Marine viruses are the most numerous biological entities in the oceans and probably infect 

all living organisms from bacteria to mammal.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on 

marine viruses to isolate and detect them because of the high mutation rates and variation 

of viral genomes. We are currently developing new experiment system to identify and 

detect various marine viruses by using yeast surface display followed by scFv way. Yeast 

surface display (YSD) is a powerful method for isolating and engineering proteins to 

increase their affinity, specificity and stability in many different areas. Recently YSD has 

been introduced to identify and screen a certain antibody to a specific antigen protein. 

Yeast has eukaryotic characteristics in protein biosynthesis so that antigen protein seems 

to be similar 3D structures and post translational modification. In this study we expressed 

the capsid proteins of two marine viruses (RSIV: Red sea bream iridovirus and VNNV: 

Viral Nervous Necrosis virus) in YSD. Viral capsid genes were synthesized on the basis of 

sequence data bases and subcloned into yeast expression vector. And then these vectors 

were introduced into EBY100 yeast cells. FACS analysis showed that RSIV and VNNV 

capsid proteins were expressed good enough to isolate as antigens. Western blot result also 

shows RSIV and VNNV capsid protein expressed on yeast surface. Each anti RSIV- and 

VNNV-scFv could select from scFv phage display library which were prepared in our 

previous studies. Taken together, YSD and scFv phage display can be a powerful tool to 

isolate marine virus by specific anti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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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Identification of Korean Polychaetes collected 
from Chuja and Jeju island, using the DNA Barcode

김하나1, 2, 이정호3, 신 출5, 배세진4, 민기식2, 이윤호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1

인하 학교, 생명과학과2

안양 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4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5

A total of 63 individuals belonging to 33 species in 8 order of polychaetes collected from 

Chuja and Jeju island were sequenced for a 658bp partial region of the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COI) gene, the typical molecular marker called DNA 

barcode. The species include Nicomache minor, Maldane pigmentata, Praxillella affinis of 

the order Capitellida, Dorvillea annulata, Protodorvillea kefersteini, Marphysa bellii, 

Lumbrineris japonica, Lumbrineris latreilli, Marphysa mortenseni, Diopatra bilobata of the 

order Eunicida,  Pherusa parmata of the order Flabelligerida, Armandia lanceolata, 

Scalibregma inflatum of the order Opheliida, Glycera chirori, Glycera onomichiensis, 

Micropodarke dubia, Nephtys oligobranchia, Nephtys ciliata, Paralacydonia paradoxa, 

Eteone longa, Sigambra tentaculata, Syllis spongiphila, Trypanosyllis taeniaformis, 

Aglaophamus sinensis, Inermonephtys japonica, Anaitides koreana of the order Phllodocida, 

Owenia fusiformis, Chone teres of the order Sabellida, Laonice cirrata of the order 

Spionida, Ampharete arctica, Amphicteis gunneri, Melinna cristata, Terebellides horikoshii 

of the order Terebellida. Average intraspecific and interspecific distances based on Kimura 

two parameter model(K2P) were 3.5% and 34.9% respectively. The Neighbor-joining tree 

for all 63 sequences revealed the phylogenetic relationship among the species. The result 

supports the role of the COI gene as useful molecular marker for identification each 

polychaete species, enabling us to establish the molecualr markers for korean polycha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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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new species of free-living marine nematodes 
(Nematoda: Enoplida: Enchelidiidae) from Maemul 

Island, Korea

Jung-Ho Hong , Woncheol Lee

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About 5,000 species of the free-living marine nematodes have been described so far. Many 

taxonomic studies of the free-living marine nematodes have been taken in Europe 

intensively. In Korea, about 30 species of the free-living marine nematodes of the family 

Comesomatidae and Dracomatidae have been described. In December 2010, sediment 

samples were taken using a 0.1 ㎡ Van veen grap from station 6 at a depth of 77 m, near 

Maemul Island in South Sea, Korea. Two new species of the family Enchelidiidae Filiepjev, 

1918 are collected from the samples: one new species of Abelbolla Huang & Zhang, 2004 

and one new species of Ledovitia Filiepjev, 1927.  The Genus Abelbolla was established by 

Huang & Zhang in 2004 with type species Abelbolla boucheri. Three species of Abelbolla 

have been described from the Yellow Sea so far. Abelbolla sp. nov. is characterized by its 

small size (1,529 × 42 ㎛, body length × maximum body diameter); the presence of a 

circular amphid; the folded shape of the wings of the precloacal supplement; the length of 

the spiclues and gubernacular apophysis; the complex structure of gubernacular apophysis. 

It is close to Abelbolla huanghaiensis Huang & Zhang, 2004, but differs by the structure of 

gubernacular apophysis and body length (1,529 ㎛ vs. 2,303 ㎛). The Genus Ledovitia was 

established by Filiepjev in 1927 with type species Ledovitia hirsuta. Eight species of 

Ledovitia have been described to date. They reported from the sub-Antarctic region to 

near the sub-Arctic region. Ledovitia sp. nov. can be separated from the congeners by its 

small size of body (principally the de Man’s ratio a, b, c), the relative size of amphideal 

fovea, and the length of the spicules. It is close to Ledovitia pharetrata Wieser, 1956, but 

differs by the length of the body (1,754 ㎛ vs. 2,640 ㎛) and the spicules (32 ㎛ vs. 78 ㎛). 

Present study aims to describe these two new species from Maemul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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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건강 종합지수 시범 개발

최 우․김 옥․김동선․심원 ․최진우․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에서 다양한 해양 오염원의 압력에 응하는 생태계 평가법이 필요하며, 생태계의 건강성 

진단 방법을 지수로 표 하여 의사결정에 지원하고자 해양생태계 건강지수(Marine Ecosystem 

Health Index: MEHI)를 시범 개발하 다. MEHI의 임워크를 수질환경, 부유생물, 서생

물  퇴 환경 등 4개 주요 지수로 정의하고, 진해만과 양만에서 3년간(2010 ∼ 2012) 계  

모니터링을 수행하 다. 주요지수  서생물은 BPI를, 퇴 환경은 캐나다 퇴 물 권고 기  

 ISQG를 사용한 SQIs(sediment quality index)를 사용하 다. 수질환경은 DO, Chla, DIN, 

DIP 지표를, 부유생물은 HABs, phytoplankton, HB, E.coli 지표를 각각 사용하 다. 수질과 부

유생물 지표의 기 치 설정은 통계  기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각 지표의 가 치를 용하여 

수질환경과 부유생물의 지수를 도출하 다. 이러한 4개 지수를 통합한 MEHI는 연도별로 각각 

제작되었다. 연도별 통합은 사계 별의 가 치가 같도록 하여 각 계  지수의 평균값을 이용하

다. 지 까지는 4개 주요 지수별 해당 지표의 가 치가 각 분야 문가에 의해 결정되었지

만, 4개 지수를 통합하기 해서는 각 지수별 가 치의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분야의 특

성을 이해하고 MEHI 기반에서 문가의 종합 인 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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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Hs와 alkyl-PAHs에 노출된 돌돔(Oplegnathus fasciatus) 

구세포에서의 유 독성

정해진, 이효진, 김기범, 홍성진1, 김종성1, 심원 2

경상 학교 해양환경공학과
1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해양과학기술원 유류유해물질사업단

Polycyclic aromatic hydrocabons(PAHs)와 알킬화된 PAHs의 유 독성 발  여부를 

알아보기 해 돌돔(Oplegnathus fasciatus)의 구세포에 30가지 PAH와 알킬화된 PAH를 노

출하여 DNA 손상정도를 확인하 다. 각 PAH를 4개의 농도(0.1, 1, 10, 100 ug/L)로 구세포

에 1시간 노출시킨 후 단일세포겔 기 동분석법(comet assay)을 이용하여 DNA 손상정도를 

측정하 다. 

DNA 손상정도를 fold induction(처리구에서의 DNA 손상값/ 조구에서의 DNA 손상

값)으로 표시하 을 때 phenanthrene(1.6∼4.0), chrysene(1.0∼3.1), dibenzothiophene(1.7∼2.9), 

fluorene(1.5∼2.9), naphthalene(1.2∼2.7)의 순으로 DNA 손상 정도를 나타냈으며, chrysene을 

제외한 4종의 parent PAHs에서는 노출 농도의 증가에 따라 DNA 손상 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알킬화된 PAHs에서는 alkyl-fluorene(0.4∼3.7), alkyl-chrysene(0.4∼2.8), alkyl- 

naphthalene(0.5∼2.1), alkyl-dibenzothiophene(0.7∼1.4), alkyl-phenanthrene(0.4∼1.2)의 순으로 

DNA 손상값을 나타내었으며, parent PAHs의 같은 농도에 비해 약 1.5∼3배 낮은 DNA 손상

을 나타내었다. parent PAHs와 달리 알킬화된 PAHs의 경우 알킬 치환기 개수가 증가함에 따

라 DNA 손상수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인천 소야도 갯벌의 해양 무척추동물상

조은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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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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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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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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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은정
2

, 김용균
2

, 민기식
1

1 
인하 학교 생명과학과

2 
인천고잔고등학교

인천 소야도 갯벌에 서식하는 해양 무척추동물상을 알아보기 하여 소야리 갯벌과 뗏부루 해

수욕장 두 지 에서 채집을 실시하 다. 조사지역은 펄과 모래가 섞인 혼합갯벌의 형태로, 일

부 지역에서는 잘피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 총 6문 10강 64종의 생물종을 확인하

으며, 그 종구성을 살펴보면 환형동물문의 다모강 4목 7과 7종(10.9%), 지동물문의 갑각강 

5목 13과 19종(29.7%), 완족동물문의 무 강 1목 1과 1종(1.6%), 극피동물문의 해삼강 1목 1

과 1종(1.6%), 불가사리강 1목 1과 1종(1.6%), 연체동물문의 복족강 5목 9과 19종(29.7%), 이매

패강 4목 8과 11종(17.2%), 두족강 1목 1과 1종(1.6%), 다 강 1목 2과 3종(4.7%), 성구동물문

의 등 수별벌 강 1목 1과 1종(1.6%)으로 조사되었다. 재까지 알려진 소야도의 해양생물상

에 한 문헌은 단 2편뿐이었으며, 집계된 종들도 두 문헌을 합쳐 20여 종에 불과하 다. 문헌

자료와의 비교 결과, 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50종이 새로 발견되었으며, 특히 가장 높은 

다양성을 보인 연체동물문을 살펴보면 종 (Musculus laevigatus), 돼지가리맛(Solecurtus 

divaricatus), 애기배말(Chiazacmea pygmaea), 갈고둥(Heminerita japonica), 총알고둥

(Littorina brevicula), 황해피뿔고둥(Rapana venosa pechiliensis), 애기털군부(Acanthochitona 

rubrolineata), 꼬마군부(Chiton kurodai) 등 25종이 새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지 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야도 지역의 해양 무척추동물상을 악하는 데 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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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  Bacillaria spp.의 형태 특성과 신종 가능성 

정진, 박종규

군산  해양학과

최근 Anna-Maria M. Schmid는 단일종으로 알려져 있는 Bacillaria paxillifer를 서식장

소에 따라 3그룹(기수/ 담수, 해양 연안, 해양 planktonic)으로 나 고
1)

, 기수 역에서 출 한 

3종을 신종으로 보고하 다
2)

. 국내 연안역에서도 B. paxillifer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그

에 따르면 B. paxillifera var. paxillifera는 기수/담수종이므로 국내 연안에서 보고된 B. 

paxillifera는 신종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B. paxillifer로 알려진 종의 여러 

strain을 제주도와 안면도에서 분리 배양하여 그들의 형태 특성을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 다. 제주도와 안면도 해역에서 분리한 Bacillaria strain은 Anna-Maria 

M. Schmid 논문의 신종 3종과 Grunow, Müller 등 여러 연구자들의 B. paxillifer strain과 

확연한 차이를 보 다. 제주도 연안에 출 한 Bacillaria strain은 길이와 폭이 각각 47~48

㎛, 7㎛이고 10㎛에 Fibulae와 Striae가 각각 8.5~9개, 31~32개 있었다. 그러나 Schmid의 기

수역 신종과 기존 연구자의 Bacillaria strain은 각각의 변화 범 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길

이와 폭이 각각 60~160㎛, 5~6㎛이고 10㎛에 Fibulae와 Striae가 각각 5~9개, 20~28개 존재

하여 제주도 strain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 까지 국내에서 B. paxillifera

로 보고된 종들이 B. paxillifera가 아닌 다른 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

내에 출 하는 Bacillaria strain에 하여 그들의 미세구조나 유 자 분석을 통하여 신종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Anna-Maria M. Schmid, THE ‘'‘'PARADOX’'’' DIATOM BACILLARIA PAXILLIFER 
(BACILLARIOPHYTA) REVISITED, J. Phycol. 43, 139-155, 2007

2) Regine Jahn and Anna-Maria M. Schmid, Revision of the brackish-freshwater diatom genus Bacillaria 
Gmelin (Bacillariophyta) with the description of a new variety and two new species, Eur, J. Phycol. 42(3), 
295-3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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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연쇄형(necklace chain) Fragillariacea과 4종의 

형태 특징과 공간 분포 

김소연, 정진, 박종규

군산 학교 해양학과

necklace-chain을 가진 Fragillariacea과 식물 랑크톤의 형태 특징을 알아보기 해 군

산, 제주도, 발리 주변 해역에서 시료를 채집하여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SEM)으로 

찰하 다. 

연구 결과 4종의 Fragillariacea과 식물 랑크톤을 찰하 다. 군산 주변 해역에서는 

Asterionellopsis glacialis와 Asteroplanus karianus를 발견하 고, 발리에서는 Bleakelya 

notata, 제주도에서는 Koernerella recticostata를 발견하 다. B. notata는 국내에서도 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 recticostata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하

다. K. recticostata는 Guam에서 처음 보고된 종으로 열  지방에서 주로 분포한다. 이와 

같은 열 종은 지구 온난화의 추이를 연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국내 분포를 

추 할 필요가 있다. 

엽록체는 각 종 마다 특징 인 형태를 하 다. B. notata는 수많은 원반모양 엽록체를 

가졌고, K. recticostata는 세포벽면에 7-8개, A. glacialis는 상으로 2-4개,  A. karianus는 

H형(H-shaped)의 2개 엽록체를 가졌다. 무늬열(stria)은 B. notata와 A. karianus 경우, 둥

근 모양의 구멍들이 1 로 배열하 고, K. recticostata는 1 의 사각형 구멍, A. glacialis는 

sternum을 따라 가로축으로 길쭉한 구멍이 1 로 배열하 다. 입술돌기(rimoportula)는 4종 

모두 뚜껑면에 있었고 그 방향은 B. notata와 A. karianus의 경우 가로축 방향,  A.glacialis

와 K. recticostata는 세로축 방향으로 존재하 다. A. karianus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은 모

두 가시모양의 돌기(spine)가 있었고, A. glacialis와 A. karianus는 slits이 있는 정축부를 가

지고 있었다. 

                                                                                

 Christopher S. Lobban, Matt P. Ashworth, Yumi Arai, Richard W. Jordan, and Edward C. Theriot,       

Marine necklace-chain Fragilariaceae (Bacillariophyceae) from Guam, including descriptions of Koernerella and 

Perideraion, genera nova.,  Phycological Research 2011, pp.175-19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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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Assessment of Sedimentary Pollutants
in Korean Coastal Waters

Jong Seong Khim* and Seongjin Hong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Republic of Korea

 
ABSTRACT

 Studies on the sediment assessment in Korean coastal waters have been conducted by many 
researchers including our group since late 1990s. Here we reviewed those efforts and findings 
towards integrated assessment of sediment pollution, including chemistry, toxicology, and ecology 
data. During the series of our study, sediments (>1,000 samples) collected from inland creeks, 
estuarine and coastal area of Korea (>700 sites) were analyzed for chemical concentrations, 
potential biological effects, and benthic community responses. Sedimentary sink of organic pollutants 
including PCBs, PAHs, and alkylphenols suggested wide spread distribution with potential toxic 
effect, but their concentrations were relatively low to moderate. Composi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indicated that their sources were site-specific, while some localized zones with extremely high 
pressures of several compounds were also identified. The mass balance analyses and/or direct 
correlations between three components showed apparent positive relationships, for example, most of 
the AhR-mediated activities were observed in the fractions of dioxin-like compounds. The benthic 
community responses given by species occurrence, abundance, and diversity index also reflected the 
degree of contamination, in general. Overall, we reconfirmed that the triad approach towards 
integrated assessment of trace organic pollutants in coastal sediments was useful and powerful.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kocea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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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composition of zooplankton in the western East 

Sea during October 2012

               

임동훈, 박정인, 강지운, 위진희, 서해립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본 문 :

 

  We investigated species composition of zooplankton in the western East Sea in October 2012.  A

total of 67 species of zooplankton were identified and represented a numerical abundance of 94 ±

35 individuals (ind.) m-3. Among zooplankton species, 22 species were >1% of relative abundance 

and Metridia pacifica was the most dominant species. Numerical abundance of zooplankton ranged 

from 54 ind. m-3 to 117 ind. m-3. Species richness of zooplankton ranged from 17 to 54. We divided 

zooplankton species into three groups of temperate coastal water species (TCWS), the warm-water 

species (WWS), and cold-water species (CWS) referred to previous literature. Relative numerical 

abundance of TCWS and WWS decreased from 15% and 66% at M4 to 2% and 9% at M17, 

respectively, while that of CWS increased from 19% at M4 to 89% at M17. Our results show that 

zooplankton species composition reflect spatial change of water mas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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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new species of the genus Peniculus (Copepoda, 

Siphonostomatoida, Pennellidae) parasitic on 

marine fishes from Korea

문 성 용 1
, 최승호2, 서호

1

1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환경해양학 공

2생물다양성연구소

  

   Two new species belonging to the genus Peniculus von Nordmann, 1832 are described 

from marine fishes caught in Korean coasts: Peniculus n. sp. 1 and P. n. sp. 2. Peniculus 

n. sp. 1 was collected from the dorsal fins and body surface of pearl-spot chromis, 

Chromis notata (Temminck and Schlegel). It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two 

closely related congeners P. fistula von Nordmann, 1832 and P. elongatus Boxshall, 1986 

by having a well slender and inflated slightly towards posterior end and the trunk less 

than 6 times longer than wide. Peniculus n. sp. 2 was collected from the surface on the 

palate of viviparous fish, Neoditrema ransonnetii Steindachner. It can be distinguished from 

its congeners by having a head with quadrangular shape and a bottle-like trunk. The 

discovery of the genus Peniculus are first members of its congeners reported from the 

Northwest Pacific. 

Key wards: Parasitic copepods, new species, Peniculus, marine fishes, Northwest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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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distribution pattern of four species of Acartia 

(Acartiidae, Copepoda) in Gwangyang Bay

              

임동훈, 박정인, 강지운, 위진희, 서해립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본 문 :

 

  We investigated seasonal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family Acartiidae including Acartia erythrea, 

A. ohtsukai, A. omorii, and A. pacifica. To confirm their spatio-temporal distribution, sampling was 

conducted at surface layer in August 2012 to January 2013. Acartiid copepods were identified on the 

species level based on detailed morphological characters of antennule, genital somite, third urosome, 

joint shape, and fifth legs. In summer and fall, A. ohsukai, A. erythrea, and A. pacifica occurred, of 

which A. ohtsukai presented in salinity range of 0.5 to 22.5 psu. On the other hand, A. erythrea and 

A. pacifica predominated in salinity range of > 22.5 psu. A. omorii occurred only in winter 

throughout a wide salinity range of 9.5 to 33 p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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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의 환경인자  식물 랑크톤 크기구조 변동

 

              

유행선, 최 배, 신용식

목포해양 학교 연안하구연구센터

 조사지역인 양만은 반 폐쇄성 내만해역으로 수심이 얕으며 조석 차가 큰 지역이다. 한 해

안을 따라 여수 국가 산업단지, 율  1·2 산단과 항만 등이 치해있다. 이러한 지리학  특징

을 가진 양만에서의 식물 랑크톤 변동을 악하기 해 계 조사를 실시하 다.  

 각 조사 정 별로 환경인자를 측정하고, 식물 랑크톤을 크기에 따라 Total, Net(>20 ㎛) 그

리고 Nano-size(<20 ㎛)로 구분하여 Chlorophyll-a를 측정하 다. 

 조사 기간 동안 환경인자의 분포를 보면, 여름철에는 수온이 가장 높고, 염분이 가장 낮은 분

포를 나타냈다. 용존 산소는 겨울철에 비교  높은 분포를 보 다.

상 으로 평균 Chlorophyll-a가 높았던 겨울철에는 Net-size가 90%이상 우 하 고, 

Chlorophyll-a가 낮았던 철과 가을철에는 Nano-size가 우 하는 경향을 보 다. 여름철에는 

각 정 별로 식물 랑크톤 크기구조와 기여율이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상 분석 결과, 

Net-size는 용존산소와 양의 상 계를 보 고, 수온, 탁도, NH4와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Nano-size는 수온과 양의 상 계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염분, NH4, PO4와 유의

한 음의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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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성 상을 이용한 북극 다산기지 주변 

피요르드의 클로로필 추정

김상일, 김 철*, 신정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일반 으로 성자료를 이용한 클로로필 산출은 상 으로 넓은 지역에 국한되며 MODIS와 

같은 wide swath satellite의 경우 낮은 해상도(1km×1km)의 클로로필이 제공되는 단 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좁은 지역의 만이나 강과 같은 지역의 클로로필을 해상도 성을 이용하거

나 측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극지지역의 클로로필을 추정하는 것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 은 Landsat-7 ETM+ 밴드 1-4의 band ratio model을 이용하여 다산기지 

근해와 외해의 클로로필을 추정하는 것이며 최종 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MODIS 클로로

필과의 비교를 통해 측자료와 추정된 클로로필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목 이다. 

한 클로로필 검정을 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에서 측한 엽록소 농도(113개)와 비교

하 다. 이는 측 자료의 획득이 어려운 지역이나 만과 같은 해상도 성으로 측하기 어

려운 클로로필을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만과 근해와 같은 좁

은 지역에서 클로로필 양상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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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f sea urchin: 

Heliocidaris crassispina (Echinometridae, Echinoidea)

정길아1, 배세진2, 이윤호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Nucleotide sequence information of the mitochondrial genome is widely used for source 

of molecular markers for systematic and molecular evolution. In this study, the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Heliocidaris crassispina (A.Agassiz,1863) is sequenced. The circular 

genome is 15,702bp in length and composed of 13 protein coding genes of typical 

mitochondrial proteins, 2 rRNA and 22 tRNA genes, and 1 short control region of 121bp. 

The percentage of overall nucleotide composition becomes 31.0% of A, 24.4% of C, 16.7% 

of G and 27.9% of T showing a slight AT bias (58.9%). Eleven of the 13 protein-coding 

genes use ATG codon at their start site while the ATP8 gene starts with GTG and ND4L 

gene with ATC. The complete mitogenome sequence provided here would enrich molecular 

information necessary for population genetics, phylogeography and phylogenetics analyses of 

sea urch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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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강 하구 식물 랑크톤의 군집변화

정병 , 신용식

목포해양 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본 조사지역은 방조제가 존재하는 인공하구로서 담수유입에 따라 연안환경이 격히 변화하

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환경 조건의 하구에서 식물 랑크톤 군집변화를 악하기 해 하

구 수로를 따라 총 6개 정 을 선정하여 월별조사(2011년)를 실시하 다. 각 정 의 표층과 

층에서 샘 을 채집하여 동정  양염을 분석하 고, 환경인자는 YSI-6600을 이용하여 수직 

분포를 확인하 다. 산강 하구는 연  규조류가 우세하며 우 종 한 규조류로 나타났지만 

춘계와 하계에는 은편모조류  와편모조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이러한 상은 외항에 

비해 내항에서 뚜렷하 다. 특히 춘계에서 하계로 환되는 시기인 6월에는 내항에서 와편모조

류가 약 60% 정도의 기여율을 나타내었으며 이  Prorocentrum sp.이 44.2%로 극우 하 다. 

방류가 존재하는 5월과 7월에는 은편모조류가 증가하 으며 Cryptomonas sp.가 우 하 다. 

각 조사시기별 생태지수를 분석한 결과 방류시에 풍부도와 다양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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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11년 한반도 연안 엽록소의 시·공간 분포 특성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Chlorophyll in 

Korean Coastal Waters during 1998-2011

              

박세 , 김 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속 극지연구소

한반도 연안에서 식물 랑크톤 련 연구는 종조성, 존량, 엽록소 농도, 일차생산력, 

환경요인과의 계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좁은 지역 는 한 계 에 국한되는 등 공간

, 시간 으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해색 성 측을 이용하여 이러한 시·공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안 해역(Case 2 water)에서 정

한 성 측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4년 동안(1998년~2011년) 한

반도 연안에서 이루어진 식물 랑크톤 련 연구를 종합하여 엽록소 분포의 계  변화 양상

에 하여 분석하 다. 한반도 외해에서 과 가을철에 식물 랑크톤의 번성이 크게 일어나는 

것과 달리 연안에서의 엽록소 농도는 여름철에 평균 2.46 mg/m³, 앙값(median) 3.42mg/m³

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서해(평균 3.58 mg/m³, 앙값 2.91 mg/m³)와 남해(평균 

3.43mg/m³, 앙값 2.64 mg/m³) 연안해역은 동해(평균 1.15 mg/m³, 앙값 1.47 mg/m³)보다 

비교  높은 농도로 났다. 과거 장 측한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연안 엽록소 분포 특성에 

한 이해는 성 측 자료의 보정  이를 이용한 해양 탄소 순환 등 기후변화요인 분석 연

구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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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관측을 통한 태평양 해수의 Skin과 

Bulk의 온도차 연구

A Study on Seawater Skin-Bulk Temperature Differences in 

Pacific based on observations of the Ice-breaker Araon 

김형무, 재, 김 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성원격탐사 외선 온도측정센서는 일반 으로, 해수표면부터 일정한 깊이까지의 Bulk온도

보다는 해양 표면 0～수㎛ 이내의 Skin온도만을 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 동안 태평양 역에서 일정한 트

랙을 따라 순항하는 쇄빙연구선 아라온에 설치된 Thermosalinograph(TSG, -7m 수심 온도 측

정)와 IR Radiometer(sea surface 0～수㎛ 이내의 Skin온도 측정)를 이용하여 동일 시공간 

Bulk Temp.와 Skin Temp.를 획득하여 두 온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 다.

 실험결과 Skin 온도는 해양조사 기간  최  -3.35°C 최고 32.00°C 구간 안에 분포하며 평균

온도는 10.26°C(평균 표 오차: 0.1381°C), 표 편차는 10.95°C를 나타냈고 Bulk 온도는 최  

-1.22°C 최고 29.76°C 구간 안에 분포하며 평균온도는 11.25°C(평균 표 오차: 0.1370°C), 표

편차는 10.86°C를 나타내 Bulk 온도는 Skin 온도에 비해 평균 0.9855°C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상참값(ground truth values) 온도분포와 수온 Anomaly 데이터를 향후 성원격탐

사 외선 온도측정센서의 측 값과 비교함으로써 효과 인 성원격탐사 외선 온도측정센

서 Cal/Val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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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f the Korean skate: 

Hongeo koreana (Rajidae, Rajiformes)

         

Dageum Jeong1,2, Sung Kim1,2, Choong-gon Kim1, Youn-Ho Lee1,2

1.KIOST, 2.UST 

 본 문 :

   

       The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of the Korean skate (Hongeo koreana), the sole 

member of its genus is investigat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study. The genome consists 

of 16,905 bp in length with 2 rRNA, 22 tRNA and 13 protein coding genes as shown in 

other Rajidae species. The gene configuration and lengths are similar to those of other 

elasmobranch fish. The genome is composed of 29.8% A, 27.8% C, 28.0% T, and 14.4% 

G, showing high A+T (57.8%) bias. An anti-G bias (5.99%) is more significant in the 

third codon position. Twelve of the 13 mitochondrial protein-coding genes use ATG as 

their start codon while the COX1 gene starts with GTG. As for stop codon ND3 and 

ND4 genes have incomplete stop codon T, while the COX2 gene uses AGA. The control 

region spans 1,248 bp in length. The origin of replication for the L-strand comprises 37 

nucleotide highly conserved among the Rajidae species, being located in the cluster of 

five tRNA genes (WANCY). The mitogenome of H. koreana will enrich the genomic 

information of the family Rajidae and spur to clarify the genetic relationship and the 

evolution of mtDNA in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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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조간  쏙(Upogebia major)과 바지락 양식장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 군집 특성

유옥환, 이형곤, 박흥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0년 이후 서해안 바지락 양식장에 쏙이 량 번식되면서 바지락 량폐사가 발생되었

으며, 쏙의 가입으로 바지락 양식장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 군집구조에도 향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에 한 연구는 매우 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서해안 조간 의 

쏙 서식지와 바지락 양식장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의 종 조성과 군집구조를 분석하 다. 

조사 지역은 쏙이 량 서식하는 태안 의항리 조간 와 바지락 양식장이 치한 근소만 조

간 에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계 별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기간 동안 출

한 형 서동물의 총 종수는 166종 이었으며, 평균 출  개체수는 2,181 개체/m
2

이었다. 의

항리와 근소만에서 출 한 형 서동물의 총 종수는 각각 124종과 86종으로, 의항리에서의 

종수가 높았다. 그 지만, 계 별 출  종수는 두 지역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의항리와 근소만에서의 형 서동물의 평균 도는 각각 1200 개체/m
2

와 3163 

개체/m
2

로, 근소만 지역에서 3배 이상 높았으며, 근소만 지역의 바지락 출  개체수를 제외

하더라도 2배 이상 높았다(P < 0.05). 반면에 형 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두 지역 유

의한 차이를 보이 않았으며, 계 으로 2.0-2.9 사이를 나타냈다. 의항리에서 우 하는 

형 동물들은 다모류 Heteromastus filiformis(버들갯지 이류), Nephtys polybranchia(남방

백 갯지 이), Scoloplos armiger(삼각모자갯지 이), Leonnates persica(참갯지 이류), 단

각류 Monoculodes koreanus(뽀족뿔붙은 새우) 등이 었으며, 근소만에서는 Ruditapes 

philippinarus(바지락), 다모류 H. filiformis, Ampharete arctica(작은사슴갯지 이), 

Ceratonereis erythraeensis(붉은집참갯지 이), 쿠마류 Cumella somersi, 이매패류 

Musculus senhousia(종 )등이 우 하 다. 바지락을 제외한 우 종 가운데, 다모류 H. 

filiformis의 개체수는 모든 계 에 큰 차이가 없이 우 하 으나, 나머지 우 종들은 계 에 

따라 개체수 차이가 나타났다. 바지락을 제외한 의항리와 근소만의 형 서동물 종 조성을 

이용하여 군집구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지역이 유의하게 구분되어졌다(SIMPROF, P 

<0.05). 두 지역의 군집구조에 향을 주는 종 가운데, 다모류인 붉은집참갯지 이와 

Lumbrineris longifolia(긴자락송곳갯지 이)는 근소만 지역에서만 출 하 고, 단각류인  

M. koreanus, 참갯지 이류인 Leonnates persica, Capitella capitata, 갑각류 

Macrophthalmus japonicus(칠게) 등은 의항리 지역에서만 출 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 쏙과 바지락이 량 서식하는 지역에서의 형 서동물의 종 조성과 군집구조 차이는 

나타나며, 바지락 양식장에 쏙이 량 가입되면 바지락 양식장에 서식하는 서동물 군집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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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ampled study of biogeography 
targeting the benthic diatoms from the Korean tidal flats 

              
Jinsoon Park1, Jong Seong Khim1* and Andrzej Witkowski2 

1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and Research Institute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2Institute of Marine Sciences, University of Szczecin, Mickiewicza 18, PL-70-383 Szczecin, Poland

 ABSTRACT

Recently a new diatom genus Moreneis Park et al. has been described from the Yellow Sea sand 
flats of the Saemangeum area, on the west coast of Korea, with four new species to the science. 
The genus is characteristic in a unique combination of morphological features such as the shape of 
the chloroplast as well as the structure of the raphe-sternum.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cells of 
Moreneis spp. have a single large plastid which is appressed to the girdle of the secondary side of 
the valve from where two lobes extended toward the primary side of the valve. In additi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Moreneis frustules is the raphe structure whose external central and apical 
endings bent in opposite directions. While the genus was firstly described from Korean tidal flats, 
the biogeography of the members is not likely restricted to the Korean coastal area but widespread 
across the Northeast Asian tidal flats. It was also found that the reports of the other possible 
members of the genus Moreneis were numerous from temperate and tropical marine littoral waters, 
particularly in the western Pacific, with a few species occurring in the Mediterranean and Atlantic.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kocean@snu.ac.kr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인천 경기만 무인도서 조간대 해조상 비교

              

이민수

미소생물생태환경연구소

 본 문 :

   인천시 옹진군 치한 무인도서  40개 도서를 선정하여 2009년 5월 부터 7월까지 조간 에 분

포하는 해조류를 조사하 다. 조사결과 총 49종의 해조류가 확인되었으며, 녹조류 7종, 갈조류 8종 

그리고 홍조류 34종으로 혼합해조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해조류가 출 한 도서는 

옹진군 덕 면 백아리에 치한 오도 으며, 옹진군 북도면에 치한 5개의 무인도서 조간 에서는 

해조류가 찰되지 않았다.

   해조류 서식 황으로 본 분포의 특성은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뉘었으며, 각각 덕 도 권역, 울도 

권역 그리고 흥도 권역으로 생태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흥권역과 울도권역은 서식환

경이 열 해조상으로 나타났으며, 덕 권역은 혼합해조상을 보 다. 반면 권역별 출 종수는 울도권

역이 총 43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덕 권역으로 30종이 조사되었으며 흥권역에는 22종으로 가

장 낮은 출 비율을 보 다. 암반과 조수웅덩이를 심으로 해조류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비율을 조

사한 결과에서 울도권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덕 권역으로 나타났으며 흥권역에서 가장 낮은 

출 비율을 보 다.

   조간  출  해조류 종수와 군락 형성 유무 그리고 주요 보호 상 출 종을 기 하여 도서별 생

태등 을 4단계 등 으로 나 어 본 결과, 가장 우수한 등 은 3개 도서, 그 다음은 9개 도서와 10개 

그리고 끝으로 18개 도서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생태등 에 한 기 에는 미흡한 이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 역에 분포하는 무인도서에 한 해조상과 서식형태 그리고 환경을 비교 검토 보완하면 

도서 리  환경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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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의항리 출현 해조류의 암반조간대와 독살 서식양상 비교

              

이민수, 박현아, 남기웅

미소생물생태환경연구소

 본 문 :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유출된 기름은 태안반도 해안선에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한 두꺼운 

기름층은 조간  생태계에 심각하게 오염을 유발하 다. 이러한 유류로 인한 오염은 해양생물에 직

간 으로 생육에 문제를 미치며, 자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유류로 오염된 조간 에서 인  유류제거 노력은 생태계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으나, 이에 한 

생태계 변화와 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한 형편이다.

   해조류는 해양생태계에서 기 생산자로 다양한 서동물에게 먹이원, 사육장, 산란장 그리고 서식

처로 제공되는 요한 역할을 하며, 경성기질에 부착 서식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

여 해조류는 서식지역에 발생한 오염에 피할 수 없는 향을 받으며, 피해양상에 따라 효과가 

확 될 수 있는 생물종이다. 따라서 해조류의 생육 황은 해양생태계에 있어 환경오염 단에 요

한 기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생물군과의 생태  연 성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생태계 회복을 단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조간 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주로 암반과 같은 경성기질에 부착하는데, 조석간만에 따른 외부환

경 노출 스트 스를 극복할 수 있는 생리  조건과 환경에 따라 서식범 가 조 되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오염  서식지 교란으로 훼손된 지역에 자연서식회복에 합 혹은 

상승 시켜  수 있는 조건의 서식지형태를 악하고 용하는 것은 생태계 복원에 정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서해안 조간  서식지 형태에 따른 해조상 비교와 유류오염이후 훼손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조류 

생육변화에 비교하기 하여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계 에 걸쳐 충청남도 태안군 의항리 

일  해안 조간 에서 서식형태 비교가 합한 3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조사결과 총 출 해조

류 종수는 44종이었으며 이  녹조류 2종, 갈조류 10종 그리고 홍조류 32종으로 나타났다. 습 량으

로 측정한 생물량은 1년 평균 659.2g w-wt/m
2
이었으며, 10월에 가장 높은 1,089.4g w-wt/m

2
 의 생

물량을 보 다. 일반 암반조간 가 형성되어 있는 구름포해수욕장에서는 총 23종이 1년 동안 찰되

었으며, 암반조간 와 독살이 형성되어 있는 의항리해수욕장과 의항리해변에서는 각각 총 34종과 37

종이 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 종수 측면에서 다양한 서식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즉, 독살이 형성되어 있는 조간 에서 다양

한 해조류가 출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의항리해변 조간 는 일반 으로 해조류 생육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뻘질이 다량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포해수욕장의 자연암반조간 에 비

하여 많은 해조류가 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살이 해조류 생육과 종조성에 정  효과를 일으키

는 서식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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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생리/생태 변화 연구

김동성1, 유옥환2, 김  성2, 오승용2, 강래선2, 우선옥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기  이산화탄소의 지속 인 증가로 인하여 해양의 용존 이산화탄소 증가와 산성화 등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변화에 한 연구 필요성이 최근 격히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 으로 응하기 해 해양환경변화 

 해양생태계의 반응을 평가하고 측할 수 있는 핵심 인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국외

에서는 여러 선진국들을 심으로 국가차원의 활발한 연구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

내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로 개체 수   군집수 의 산성화 반응 연구, 근 미래 생태계에 

한 기능  안정성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

안역에 우 하는 주요 생물들의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생리ㆍ생태 반응을 진단하고 이산화

탄소 스트 스 유 자 지표발굴을 통해 국내 해양생물 리 방안 수립의 요 지표로 활용하

고자 서무척추동물, 난 자치어, 어류, 해조류, 산호 등을 상으로 한 분류군별 산성화 연구

를 수행하 다. AICAL 장비  난자치어 향측정 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수  이산화탄소 

농도를 달리한 조건하에서 모든 실험들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해양생물의 생리, 생태 반응 진

단을 해 간극무척추동물  독성시험생물로 많이 활용되고 indicator로 평가받는 서성요각

류를 상으로 한 성장단계별 향 실험, 형무척추동물의 표  석회화 생물인 굴의 기발

생단계 향 실험, 석회조류에 해당하는 작은구슬산호말의 합성  생장실험, 난자치어용 실

험장비 합성 검정을 한 알테미아 cyst 부화실험, 넙치의 치어  미성어를 상으로 한 에

지 이용효율 실험  체성분, 조직 변화 분석과 액성상 변화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산화

탄소 스트 스 유 자 지표 발굴을 해서 분홍바다맨드라미 산호를 상으로 각각 다른 이산

화탄소 농도 노출시 유 자 발  변화량을 분석하 다. 실험  분석결과, 서성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는 이산화탄소 농도증가에 따라 성체보다 유생, 특히 유생 기에 더욱 큰 

향을 받았으며 1550ppm 농도에서 생존율이 크게 감소하 다. 굴은 부유유생 시기동안 모든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증가에 한 향을 받았으며, 부착 유생 시기의 부착율 한 조구에 

비해 실험구에서 3배 이상 감소하 다. 알테미아 난을 이용한 난자치어 실험장비 검정실험에서

는 총4개의 난자치어 배양 수조의 pco2가 각 수조 농도별로 안정 으로 유지되었고, 이산화탄

소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알테미아 난의 부화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넙치의 치

어  미성어는 성장효율  액성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체성분  조지방 함량 증가

와 조회분 함량 감소, 아가미 새  기 부가 두터워지고, 새  말단부가 비후화 되는 향을 

받았다. 작은구슬산호말의 경우 pco2 농도가 증가할수록 합성력은 떨어졌으며, 700ppm에서 

가장 높은 성장과 생존율을 보인 반면 1000ppm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이산화탄소 스

트 스 유 자 지표 발굴을 해 분홍바다맨드라미 산호를 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는 높아

진 이산화탄소 농도에 응하여 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발 량 차이를 보이는 

유 자 지표를 40여종 발굴하 으며, 발 량이 달라진 유 자들  모든 농도에서 공통된 유

자보다 각 농도별로 특이 인 유 자의 수가 더 많은 경향을 나타냄으로서 각 농도별 상황에

서 환경에 응 는 생존하기 해 생체내 반응이 고도로 특이 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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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농도변화에 따른 서성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의 성장단계별 향

오제 1,2, 유옥환1, 이원철2, 김동성3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2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해수 내 용존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서성 요각류의 성장단계별 향을 분석하기 해 

서성 요각류인 Tigriopus japonicus 종을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간극무척추동물 가운데 

선충류와 함께 가장 우 하는 분류군인 서성 요각류는 국내 연안의 모래, 펄, 암반, 해 류, 

해조류, 무척추동물의 기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고, 양단계에서 먹이생

물로 요한 치를 차지하며, 환경변화  오염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Indicator로서

의 가치성을 가져서 각종 독성시험용 생물로 개발되고 있으며, nauplius stage, copepodite 

stage, adult stage의 각 생활사 단계별로 구분이 명확하여 유생시기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성

장에 따른 향 실험에 용이하다. 실험 상종인 Tigriopus japonicus의 Adult stage와 nauplius 

stageⅠ을 상으로 해수  이산화탄소 농도별 생존율 실험을 2주간 수행하 다. 실험은 분양

종과 실해역 채집종을 구분하여 진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분양종은 강릉 학교 먹이생물연구

실에서 분양받아 4주간 배양하 으며, 실해역 채집종은 울진 후포항 조간 에서 채집하고 배양

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다양한 실험 분류군과 다양한 농도에서의 해양산성화 실험이 가능한 

해양과학기술원의 AICAL system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해수  pCO2 농도 구배

는 400, 1000, 1550 ppm으로 하여 수온은 20℃, 염분은 30psu로 설정하 다. 실험을 해 특별

제작한 각 chamber에 성체는 10마리씩, 유생은 5마리씩 투입하고 각 농도별로 할당된 4개 

chamber  2개는 분양종, 다른 2개는 실해역 채집종을 투입하고 14일간 먹이를 이(1회/일)

하면서 24시간 간격으로 생존율을 측정하 다. 성체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CO2 농도

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체 으로 감소하 으나 유의한 차이(p>0.05)는 보이지 않았고, 생존

율 감소양상에 있어서 조구와 1000ppm은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1550ppm에서는 상 으

로 낮은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채집개체와 분양개체 비교시 채집 개체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생존율 감소가 확연히 찰되었다. 유생 실험의 경우 성체 생존율과 비교시 동일한 노출기간 

동안 생존율이 더욱 크게 감소하 으며, 성체에 비해 1550ppm에서 생존율 감소폭이 크게 증가

하 다. 한 채집개체와 분양개체 비교시 성체와 동일하게 채집개체에서의 생존율 감소가 크

게 나타났다. 유생은 실험기간 동안 실험시작 후 기에 격한 생존율 감소를 보 으나, 7일 

경과 이후(CopepoditeⅠ～Ⅱ)에는 생존율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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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수중 자연어초 해조류 출현양상 비교

              

이민수1, 박현아1, 이지은1, 황재연2, 유재원2

1미소생물생태환경연구소
2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본 문 :

       서해안 5개 지역의 자연 를 상으로 2012년 3월부터 10월짜지 4회에 걸쳐 부착서식하는 

해조류를 조사한 결과 총 82종이 확인되었으며, 녹조류 7종, 갈조류 11종 그리고 홍조류 66종이었

다. 시기별로 분류하면 3월에는 총 40종(녹조식물문 2종, 갈조식물문 5종, 홍조식물문 33종), 5월에

는 총 65종(녹조식물문 6종, 갈조식물문 9종, 홍조식물문 50종), 8월에는 총 25종(녹조식물문 2종, 

갈조식물문 5종, 홍조식물문 21종), 10에는 총 37종(녹조식물문 2종, 갈조식물문 7종, 홍조식물문 28

종)으로 나타났다. 4회 조사 기간  출 종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5월이었으며, 8월에 25종으로 

가장 낮은 출 종수를 보 다. 조사 지역별 출 종수는 부안 48종, 서천 12종, 태안 33종, 연평 19

종 그리고 백령 6종으로 나타나 분포지역에 따라 연  출  해조류 다양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해조류의 생체량 기  우 종은 부챗살(Ahnfeltiopsis flabelliformis)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왕우뭇가사리(Gelidium pacificum), 우뭇가사리(G. amansii), 두갈래분홍치(Rhodymenia intricata), 

큰잎모자반(Sargassum coreanum)이 우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천, 태안 그리고 연평 자연  인근 지역에는 인공어 를 시설하여 바다목장을 조성하 으

며, 부안과 백령은 인공어  투여 정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이들 시설 정지역에 하여 자연어

 조사와 동시에 실시한 한 결과 아직 인공어 에는 부착생육하고 있는 해조류는 찰되지 않았

다. 인공어 에 한 지속  조사 찰을 통해 해조류의 유입여부  해조류 유입에 합한 어 의 

시설기  즉 태양 선량, 수온, 유속, 뻘질 함유정도 등에 한 기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한 결과들은 해조류가 다양하게 생육하고 있는 자연 와 유사하게 인공어 를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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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엽록소 측정방법에 한 실험실간 비교연구

문 롱1,2, 강동진2, 박미옥3, 노재훈4, 유신재4, 문정언5, 신경훈6, 김윤숙7, 최 기8

1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해양환경시스템과학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기검교정·분석센터, 3부경 학교 해양학과, 4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5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성센터, 6한양 학교 

해양융합과학과, 7포항공과 학교 환경공학부, 8인하 학교 생명해양과학부

 해수  엽록소-a (Chl-a)의 농도는 해양식물 랑크톤 생물량  일차생산력을 추정하기 

한 자료로서 이용된다. Chl-a 농도 측정을 해 통 으로 분 도법(Spectrophotomertry), 

형 법(Fluorometry), 그리고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등의 방법이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해색 성과 같은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시공간 으로 다양한 Chl-a 자료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측정방법  실험

실간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된 자료의 직 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해수 

 Chl-a 분석 실험실간 상호비교실험을 통해 측정방법  실험실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

다.

 상호비교실험은 Chl-a 표 색소 2종과 동 국해 5개 정 , 동해해역 3개 정 에서 채수된 해

수 장 시료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9개의 참가실험실에서는 분 도법(3개 

실험실), 형 법(5개 실험실), HPLC방법(6개 실험실)을 이용하여 시료를 분석하 다. 표 색소

는 Chl-a 표 물질을 90% 아세톤용액에 용해시킨 균질성이 확보된 시료로서 각 실험실의 정

도를 평가하기 한 분석시료로 사용되었다. 장시료 분석결과는 2 L의 해수를 여과시킨 

47 mm GF/F 여과지 시료를 각 실험실에 배분하여 평소 실험과정 로 분석한 결과를 취합하

여 비교하 다. 

 측정결과는 로버스트 통계법(Robust statistics)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한 뒤, 상 표 편차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를 사용하여 측정방법  실험실 간의 차이를 평가하 다. 

Chl-a 표 색소(2.5 ㎍/L, 0.25 ㎍/L)를 이용하여 각 실험실의 정 도를 평가한 결과는 평균

으로 농도의 약 1.6%이며, 분 도법과 형 법 분석실험실의 정 도는 각각 1.1%, HPLC 분

석실험실에서는 2.1%로 방법  실험실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장시료 분석결과  각 실험

실내의 정 도는 최  0.7%에서 최고 45.7%의 차이를 보 다. 실험실간 상 표 편차결과는 동 국

해 (0.25 ～ 1.0 ㎍ Chl-a/L)에서 평균 14.7% (10.4 ～ 24.7%), 동해(0.29 ～ 0.76 ㎍ Chl-a/L)에서 

평균 21.9% (19.0 ～ 24.3%)이었다. 각 방법내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분

도법에서 8.1%, 형 법에서 8.6%, HPLC에서 24.1%로 나타났다. 

 통계분석결과, 표 색소의 분석결과에서는 농도보다 고농도에서 정 도가 좋게 나타났고, 

장시료 분석결과에서는 Chl-a 농도와 각 실험실의 측정정 도의 특별한 상 성은 보이지 않

았고, 각 실험실간의 차이가 분석방법간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HPLC분석 실험실 간

의 차이가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 실험실 간의 차이보다 크고, 실험실 내의 정 도가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HPLC방법 내에서도 다양한 분석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장비의 차이, 분석자

의 숙련도 등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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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챔버  한천 배지를 이용한 해양 선충류 배양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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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지민
1

, 오철홍
2

 김동성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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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서동물  서식 도와 생체량이 매우 높고 생물종수가 다양하여 서생태계 내에서 

높은 생태  지 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 선충류에 한 분류학 , 생태학  연구는 비교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음에 비하여 이들의 실험실내 배양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 선충류를 상으로 실험 생물군 개발을 해 자연 상태와 유사한 인 인 실내 

배양  배지 사육을 시도하 다. 실험 상 해양 선충류는 상 으로 개체가 크고 확보가 

용이한 Oncholaimus sp.와 Enoploaimus sp.을 선정하 으며, 태안 만리포 조간  부의 표층 

약 2～5㎝의 퇴 물에서 채집하 다. 소형 인공 챔버는 자연 상태와 유사한 용존산소 

(7.0～8.0ppm), 염분도(29～31‰), 온도 (19～20℃), 주기(12hr) 등의 조건을  설정하 으며, 

퇴 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장시간 퇴 물을 유지하기 해 퇴 물 하부에서부터 표층까지 

해수를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다. 배양에 이용한 한천 배지는 Killian medium을 

변형하여 한천 농도 0.0, 0.3, 0.5, 0.6, 0.7%로 제작된 배지들을 직경 6∅인 페트리디쉬에 배지 

높이가 2.0㎜가 되도록 분주하 다. 선충류의 먹이 생물로서 순수 배양한 미생물 5종을 

혼합하여 150㎕씩 각각의 배지에 첨가하 다. 각 배지에는 선충류 5개체를 종하여 20℃, 

12시간 주기로 설정된 배양기 내에서 배양하 다. 본 연구는 와 같은 실험을 통해 실험실 

내 해양 선충류 배양을 한 방법과 인공 챔버를 이용한 해양 선충류의 배양, 그리고 한천 

배지의 조성  한천 농도에 따른 해양선충류 생존율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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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T RA C T

 Meiofaunal community structures were analyzed at 10 stations from the coast of 

Bohai Sea to investigate the biodiversity of Meiofauna across environmental variables 

and chemical pollutants. Total number of epi- and infaunal meiofauna taxa apperated 

to consist of 13 groups with nematodes and copepods accounting for more than 87% 

of the fauna. As second dominant taxonomic group, 8 species of benthic copepods 

from 7 families were identified with two species of the family Nannopodidae Brady 

1880 viz. Huntemannia doheoni and Nonnopus palustris. Particulary the former 

species, which was the most dominant copepod species (54%) from the present study, 

was firstly observed from other area than its type locality since its origianl 

description from South Korea by Song et al. (2007). It would be also noteworthy that 

two out of the eight copepod species belonging to the genera of Strongylacron and 

Mesochra, respectivley, are considered to be new to science. Previoulsy reported data 

for the Pefluorinated and dioxin-like compounds from the same stations have been 

compil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emcial concentratons and faunistic 

community structures were discussed.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kocean@snu.ac.kr 

1. Song et al., A new species of Huntemannia (Copepoda: Harpacticoida: 

Huntemanniidae) living on muddy sand flat from the Yellow Sea, Korea. Zootaxa, 

1616, pp. 37-4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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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lecting site for fauna 
study. 
Circle symble: Uljin-gun, 
Gyongsangbuk-do.

Faunal study of the pilumnoids and the xanthoids 

from Uljin in East Sea

Sang-kyu Lee1, Dongsung Kim1, Hyun Soo Rho2

1
Marine Ecosystem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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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uperfamilies, Pilumnoidea and Xanthoidea, are well represented by diverse species in 

macrofauna communities of reef habitats. Until now, 18 pilumnoids and 28 xanthoids have 

been reported in Korea fauna. Of these, two species of pilumnoids and seven species of 

xanthoids was reported in East Sea, and only Etisus anaglyptus H. Milne Edwards, 1834 

belongings to the superfamily Xanthoidea was only reported from Uljin, Gyongsangbuk-do.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fauna of the Korean pilumnoids and xanthoids from Uljin.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was as followed: 1) Two species of the pilumnoids and 

ten species of the xanthoids were collected, 2) two species of the xanthoids are found out 

new to Korea fauna: Etisus laevimanus Randall, 1840 and Paraxanthias elegans  (Stimpson, 

1858), and 3) Leptodius affinis (De Haan, 1835) has been only reported Jejudo island but 

this species inhabits in inland. 

MATERIALS AND METHOD

The materials examined in this study have been 

collected on 19 Jun. 2012 (Fig. 1). Species were 

collected by hands or using SCUBA diving on the 

crack between rocks or sponge around seashore. After 

collection, samples were preserved in 50% ethanol 

diluted in seawater. In the laboratory, the crabs were 

sorted out under the stereo microscope and washed 

their carapace by the soft brush to remove algae, 

bryozoan, sponge, etc. and then preserved in 70% 

ethanol. 

All measurements of the material examined are 

expressed as carapace width by carapace length, in 

millimeters. Depth is presented in meters. Photographs 

were taken using Nikon D300 DSLR cameras and 

developed with Helicon Focus software (Helicon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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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rkov, Ukraine). Illustrations were made with a compound microscope fitted with camera 

lucida. All characters were measured using metric dial calipers (Wiha, Monticello, MN, 

USA). 

The terminology used for adult morphology follows that of Dana (1852), for the carapace 

regions, and Serène (1984) and Ng (1993, 2002) for the rest. The classification follows that 

of Ng et al. (2008).

RESULTS

Until now, the Korean Brachyura consists of 223 species of 41 families belonging to 23 

superfamilies. 18 pilumnoids and 28 xanthoids have been reported in Korea fauna. Of these, 

two species of pilumnoids and seven species of xanthoids were reported in East Sea, and 

only Etisus anaglyptus H. Milne Edwards, 1834 belongings to the superfamily Xanthoidea 

was reported from Uljin in East Sea (Table. 1).

Table 1. The list of the pilumnoids and the xanthoids from East Sea 

Superfamily Species

Previously 
collected 
locality in 
East Sea

References

Pilumnoidea

Benthopanope indica (De   Man, 1887) Guryong-po Kim, 1973

Pilumnus minutus (De Haan, 1833)
Ulreungdo Is.
Dokdo Is.

Kim, 1973
김 과 최, 1981

Xanthoidea

Actaea semblatae  Guinot, 1976 Ulreungdo Is. Kim, 1973

Gaillardiellus orientalis  (Odhner, 1925) Ulreungdo Is. Kim, 1973

Gaillardiellus rueppelli  (Krauss, 1843) Ulreungdo Is. Lee et al., 2012

Etisus anaglyptus  H. Milne Edwards, 1834 Uljin Lee et al., 2012

Cycloxanthops truncatus (De Haan, 1837) Dokdo Is. 김 등, 1996

Macromedaeus distinguendus (De Haan, 1835)
Guryong-po
Ulreungdo Is. 
Dokdo Is.

Park, 1964
김 등, 1996

Atergatis reticulatus (De Haan, 1835)
Guryong-po
Ulreungdo Is.

Kim, 1973
김 과 최, 1981

 

Table 2. The list of the pilumnoids and the xanthoids were collected from Uljin.



Superfamily Species

Pilumnoidea
Pilodius miersi (Ward, 1936)

Pilumnus minutus  De Haan, 1833

Xanthoidea

Atergatis reticulatus  De Haan, 1833

Cycloxanthops truncatus (DeHaan, 1837)

Etisus anaglytus H. Milne Edwards, 1834
*Etisus laevimanus Randall, 1840

Leptodius affinis  (De Haan, 1835)

Lybia caestifera (Alcock, 1898)

Macromedaeus distinguendus  (De Haan, 1835)

Medaeops granulosus (Haswell, 1882)

Microcassiope orientalis Takeda & Miyake, 1969
*Paraxanthias elegans  (Stimpson, 1858)

note:　a single asterisk (*) indicated newly reported species in Korea.

Fig. 2. Etisus laevimanus Randall, 1840. Fig. 3. Paraxanthias elegans  (Stimpson, 1858).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fauna of the pilumnoids and the xanthoids in Uljin area. 2 

species of the pilumnoids and 10 species of the xanthoids were collected(Table 2.). 11 

species are new to Uljin fauna in East sea: Pilodius miersi (Ward, 1936); Pilumnus 

minutus  De Haan, 1833; Atergatis reticulatus  De Haan, 1833; Cycloxanthops truncatus 

(DeHaan, 1837); Etisus laevimanus Randall, 1840; Leptodius affinis (De Haan, 1835); Lybia 

caestifera (Alcock, 1898); Macromedaeus distinguendus  (De Haan, 1835); Medaeops 

granulosus (Haswell, 1882); Microcassiope orientalis Takeda & Miyake, 1969; Paraxanthias 

elegans  (Stimpson, 1858). Atergatis reticulatus De Haan, 1833, Cycloxanthops truncatus (De 

Haan, 1837), Macromedaeus distinguendus  (De Haan, 1835), Pilumnus minutus De Haan, 

1833 inhabit mainly in Uljin. In the members of the pilumnoids and the xanthoids in Uljin, 

two species of the xanthoids are new to Korea fauna: Etisus laevimanus Randall, 1840 and 

Paraxanthias elegans (Stimpson, 1858) (Figs. 2, 3). Leptodius affinis (De Haan, 1835) has 

been only reported Jejudo island, but this crab collected first in inland especially from Uljin 

in East Sea. 

DISCUSSION 

 The crabs of 6,793 species of 1,271 genera belonging to 93 families were recognized, and 



of these, 404 species of 68 genera belonging to 3 families of the superfamily Pilumnoidea 

Samouelle,1819, and 737 species of 154 genera belonging to 3 families of the superfamily 

Xanthoidea McLeay, 1838 were listed (Ng et al., 2008). Untill now, the Korean Brachyura 

consists of 223 species of 41 families belonging to 23 superfamilies. 18 pilumnoids and 28 

xanhoids have been reported in Korea fauna. Of these, two species of pilumnoids and 

seven species of xanthoids were reported in East Sea. 

 The pilumnoids are small cryptic crabs found under rocks, in crevices or in coral. Many 

members of the pilumnoids are wider than long. Some species are readily recognized as 

belonging to Pilumnidae because of the dense mat and / or fringe of hair on the carapace 

and legs. The xanthoids are many compact and black-fingered. The members of xanthoid 

are occurred more species in the Indo-West Pacific than any other. Typically, xanthoids 

are found intertidal zone or subtidal zone, and hidden under rocks or in sponges and other 

sessile invertebrates (Poore, 2004). These two superfamilies, Pilumnoidea and Xanthoidea, 

are well represented by diverse species in macrofauna communities of reef habitats, and 

are studies continuously due to they are shown complicated morphology, undergone 

substantial re-definition and re-organiztion at many times. The crabs of these two 

superfamilies inhabit mainly from the tropical region to the subtropical region (Serène, 

1984; Davie, 2002; Ng et al., 2008)

 Some Korean pilumnoids and xanthoids are found easy under rocks or in cracks of rock 

of the intertidal zone. The main species of them, however, occur in the subtidal zone on 

the sponges, holes of sponges, sea anemones, cracks of rocks, and even on algae in the 

subtidal zone. Their carapace width is less than 3 cm. The members of two families were 

known to inhabit around tropical regions (Serène, 1984). The many species of Korean 

pilumnoids and xanthoids also inhabit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As a results, Atergatis reticulatus De Haan, 1833 has been only reported in East Sea but 

this investigation are found new habitat in East Sea. Leptodius affinis (De Haan, 1835) are 

collected in Uljin. This species has been first reported out of Jejudo island. Although the 

species belonging to the genus Etisus inhabit mainly subtropical region, two species are 

collected in Uljin. In regard to these three crabs, their distribution would be changed so we 

need to more investigation of these subtropical and tropical species belonging the 

pilumnoids and the xanthoids around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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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지역 경성암반 해양무척추동물의 생물다양성  

생태특성
이재호, 노 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 문연구센터

 서 론

 동해안에 치한 울진 지역의 해안선은 단조롭고 조석 간만의 차가 으며 도의 향을 끊

임없이 받고 있다(최 등 2006). 한 동한난류와 북한한류의 향을 골고루 받아 온 성 생물

과 한 성 생물이 혼생하고 있는 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울진 지역의 경성암반 해양무척추동

물의 조사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 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울진 지

역 경성암반 해양무척추동물의 다양성을 악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본 조사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를 심

으로 5개 지 을 선정하여 2010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년간 조사되었으며, 1년에 4회 계

별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경성암반 무척추동물의 군집구조를 살펴보기 한 정량조사는 스쿠버다이빙에 의해 조사되었

으며, 0.5 × 0.5 m 방형구를 설치하고 방형구 내의 모든 무척추동물들을 완 히 수거한 후 실

험실로 운반하여 선별 하 다. 종 다양도지수는 PRIMER 5를 이용하여 구하 다.

 결과  고찰

출 종

 울진 지역 경성암반에서 2010년에 조사된 해양무척추동물은 총 61종이 출 하 다. 종조성을 

살펴보면 자포동물 1.6%(1종), 해면동물 3.3%(2종), 성구동물 1.6%(1종), 연체동물 45.9%(28종), 

환형동물 11.5%(7종), 지동물 13.1%(8종), 극피동물 14.8%(9종), 척색동물 8.2%(5종)를 차지

하 고, 이 에서는 연체동물이 출  생물다양성면에서 가장 우  하 다. 2011년에 조사된 해

양무척추동물은 총 95종이 출 하 다. 종조성을 살펴보면 자포동물 4.2%(4종), 해면동물 

6.3%(6종), 성구동물 1.1%(1종), 연체동물 52.6%(50종), 환형동물 5.3%(5종), 지동물 13.7%(13

종), 극피동물 13.7%(13종), 척색동물 3.2%(3종)를 차지하 고, 연체동물이 출  생물다양성면

에서 가장 우  하 다. 2012년에 조사된 해양무척추동물은 총 84종이 출 하 다. 종조성을 

살펴보면 자포동물 3.6%(3종), 해면동물 4.8%(4종), 성구동물 1.2%(1종), 연체동물 46.4%(39종), 

환형동물 6.0%(5종), 지동물 17.9%(15종), 극피동물 16.7%(14종), 척색동물 3.6%(3종)를 차지

하 고, 이 에서도 역시 연체동물이 출  생물다양성면에서 가장 우  하 다.

 울진 지역 경성암반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양무척추동물은 총 146종이 출 하 으며, 

종조성 결과를 살펴보면 자포동물 3.4%(5종), 해면동물 6.2%(9종). 성구동물 0.7%(1종), 연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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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45.9%(67종), 환형동물 8.2%(12종), 지동물 18.5%(27종), 극피동물 13.0%(19종), 척색동물 

4.1%(6종)를 차지하 다(Table 1).

동물군
2010 2011 2012

동계 춘계 하계 추계 계 동계 춘계 하계 추계 계 동계 춘계 하계 추계 계
종 수(%)

자포동물 말미잘류 1
(2.1)

1
(1.9)

1
(1.8)

1
(2.1)

1
(1.6)

1
(2.6)

1
(2.9)

1
(2.1)

1
(1.8)

4
(4.2)

1
(2.5)

1
(2.1)

2
(5.3)

2
(4.3)

3
(3.6)히드라류 1

(2.1)
2

(3.7)
1

(2.5)
돌산호류 1

(1.8)
해면동물 해면류 2

(3.9)
2

(3.7)
1

(2.1)
2

(3.3)
1

(2.6)
3

(6.4)
3

(5.7)
6

(6.3)
2

(5.3)
1

(2.1)
1

(2.6)
3

(6.4)
4

(4.8)
성구동물 별벌레류 1

(2.1)
1

(1.9)
1

(1.8)
1

(2.1)
1

(1.6)
1

(2.6)
1

(2.9)
1

(1.8)
1

(1.1)
1

(2.5)
1

(2.1)
1

(2.1)
1

(1.2)
연체동물 다판류 5

(10.8)
4

(7.8)
4

(7.5)
4

(8.6)

28
(45.9)

2
(5.3)

3
(8.5)

2
(4.2)

2
(3.7)

50
(52.6)

2
(5.3)

2
(4.2)

1
(2.6)

39
(46.4)

복족류 13
(28.2)

14
(27.4)

12
(22.6)

10
(21.7)

18
(47.5)

11
(31.4)

19
(40.5)

21
(39.0)

16
(42.1)

18
(37.5)

15
(39.5)

17
(36.1)

후새류 1
(2.1)

1
(1.9)

3
(5.6)

2
(4.3)

1
(2.6)

2
(3.7)

2
(5.3)

1
(2.1)

3
(6.4)

이매패류 3
(6.5)

3
(5.8)

3
(5.6)

2
(4.3)

1
(2.9)

4
(8.6)

2
(3.7)

1
(2.5)

2
(4.2)

2
(4.3)

환형동물 다모류 5
(10.8)

6
(11.7)

6
(11.3)

5
(10.8)

7
(11.5)

2
(5.3)

2
(5.7)

2
(4.2)

1
(1.8)

5
(5.3)

1
(2.5)

4
(8.3)

3
(7.9)

1
(2.1)

5
(6.0)

절지동물 만각류 1
(2.1)

1
(1.9)

1
(1.8)

1
(2.1)

8
(13.1)

1
(2.6)

1
(2.9)

1
(2.1)

1
(1.8)

13
(13.7)

1
(2.5)

1
(2.1)

1
(2.6)

1
(2.1)

15
(17.9)

등각류 1
(2.1)

1
(1.9)

1
(1.8)

1
(2.1)

3
(5.7)

2
(4.2)

1
(2.6)

단각류 3
(6.5)

3
(5.8)

3
(5.6)

3
(6.5)

1
(1.8)

1
(2.5)

1
(2.1)

1
(2.6)

십각류 2
(4.3)

2
(3.9)

5
(9.4)

5
(10.8)

4
(1.5)

3
(8.5)

3
(6.4)

4
(7.4)

2
(5.3)

6
(12.4)

6
(15.9)

4
(8.5)

극피동물 불가사리류 4
(8.6)

5
(9.8)

4
(7.5)

4
(8.6)

9
(14.8)

2
(5.3)

5
(14.3)

3
(6.4)

4
(7.4)

13
(13.7)

3
(8.9)

5
(10.3)

3
(7.9)

6
(12.7)

14
(16.7)성게류 3

(6.5)
3

(5.8)
3

(5.6)
1

(2.1)
3

(7.9)
3

(8.5)
3

(6.4)
1

(1.8)
1

(2.5)
2

(4.2)
1

(2.6)
3

(6.4)
해삼류 1

(2.1)
1

(1.9)
1

(1.8)
1

(2.1)
1

(2.6)
3

(8.5)
2

(4.2)
2

(3.7)
2

(5.3)
1

(2.6)
2

(4.3)
척색동물 피낭류 2

(4.3)
3

(5.8)
3

(5.6)
4

(8.6)
5

(8.2)
1

(2.6)
1

(2.9)
3

(6.4)
2

(3.7)
3

(3.2)
1

(2.5)
1

(2.1)
2

(5.3)
2

(4.3)
3

(3.6)
계 44 48 50 42 61 38 35 47 54 95 38 48 38 47 84

Table 1. The composition of marine invertebrates around Uljin from 2010 to 2012

우 군  개체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울진 지역 경성암반에서 가장 우 종인 연체동물의 분류군을 살펴보

면 복족류가 61.4%(41종)로 가장 우  하 으며, 다 류 14.9%(10종), 이매패류 13.4%(9종), 후

새류 10.4%(7종) 순으로 우 하고 있었다(Fig. 1). 연체동물군 다음으로는 지동물의 십각류, 

극피동물의 불가사리류, 환형동물의 다모류, 극피동물의 성게류 순으로 우 하고 있었다.

 울진 지역 경성암반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동물은 총 8681개체로 조사되었다. 자포



동물 2.1%(105개체), 해면동물 0.7%(59개체), 성구동물 0.4%(32개체), 연체동물 12.7%(1104개

체), 환형동물 1.8%(153개체), 지동물 74.5%(6467개체), 극피동물 6.7%(583개체), 척색동물

2.1%(178개체)가 조사 결과로 나왔고, 개체수 분석결과 지동물의 따개비류가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체동물의 복족류, 극피동물의 불가사리류, 환형동물의 다모

류, 지동물의 십각류 순으로 나타났다(Fig. 2).

Fig. 1. Number of mollusks by dominant

taxonomic group from 2010 to 2012

Fig. 2. Individual of taxonomic group from 

2010 to 2012

종 다양도

 2010 - 2012년 종 다양도지수 분석결과 반 으로 2010년 높게 나타나다가 2011년 감소하지

만 2012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반 으로 st. 3의 종 다양도지수가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st. 5의 종 다양도지수는 안정 으로 증가하는 추세 다. 2012년 동계에 2.46으로 st. 

2의 종 다양도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3).

Fig.3. Analysis of species diversity index from 2010 to 2012

 지 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 별로 볼 때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연도별, 계 별로 살펴보

면 증가하고 감소하는 추세가 비슷했다. 따라서 울진 지역의 경성암반 해양무척추동물은 안정



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데이터들이 추후 울진지역의 생물상이나 

종 변화상들을 살펴보는데 주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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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후포퇴 남서부 왕돌  주변 해 면의 표층 퇴 물 

조성과 간극생물 군집 특성
              

민원기, 노 수, 김동성, 김창환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본 연구의 상해역은 북  36도 27분에서 30분사이 수심 약 80~240 m의 후포분지 수로를 포

함하는 후포퇴 남서부와 후포퇴 북측 수심 왕돌  주변으로, 후포분지의 가장 깊은 남북방향의 

해 지형은 타 지역의 퇴 물에 비해 굵은 퇴 상을 나타냈고, 왕돌  주변  동쪽은 암반들

이 주를 이루며 간간이 조립한 퇴 층이 나타났다. 조사해역의 총 24 정 에서 간극생물 체 

서식 도는 68~1,564 개체/10㎠의 범 를 나타냈으며, 생체량은 56~1,242 ㎍/10㎠의 값을 나타

냈다. 총 17개의 간극생물 분류군이 출 하 으며, 후포퇴 해역의  정 에서 우  간극생물 

분류군은 선형동물이었으나 왕돌  해역의 부분의 정 에서는 서성 요각류가 최우  분류

군으로 나타나서, 퇴 상 특성에 따른 군집 조성의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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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태평양 CCFZ(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의 

KODOS해역 심해 해 퇴 물에 서식하는 선형동물 

군집의 분포 특성
              

민원기, 노 수, 김동성, 강태욱1, 이희갑1, 유찬민2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태계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 심해 자원연구부

본 연구는 북동태평양 심해  탐사해역(KODOS) 부근에서 향후 해  망간단괴 채 을 비한 

환경 층 교란 시험 상해역 선정을 하여, 2011년과 2012년 8월에 KOMO1 지역과 인근 

시험후보지역의 20정 에서 형 서생물 군집과 선형동물 군집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 다. 9

개의 형 서동물 분류군이 출 , 서식 도는 정 별로 4~51 개체/10㎠를, 생체량은 4.9~59.8 

㎍/10㎠의 값을 보 다. 총 20과(科), 46속, 74종의 선형동물이 출 하 으며, 종다양도지수(H‘)

는 0.69~2.97의 범 를 나타냈고,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지형과 퇴 상에 따라서 다소 편차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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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마산만과 가막만에 출 하는 동물 랑크톤의  

출 양상과 빈산소 수괴의 향

서민호, 장민철, 장풍국, 신경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평형수센터

1. 서론

  폐쇄된 연안의 만의 경우 부 양화와 계 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인해 층의 산소 는 

빈산소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으로 빈산소 수괴는 용존산소의 농도가 2.0 

㎎/L이하로 낮아지는 상으로  세계의 부 양화된 호수, 반폐쇄형의 내만에서 주로 나타난

다(김 등 2006, 문 등 2006). 특히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내만이 크게 발달해 있어 조류 

소통과 해수의 교환이 원활하지 못하며, 하계의 강우로 인한 담수 유입과 표층 수온의 증가로 

수온약층이 빈번하게 형성된다. 하계에 성층화된 내만 수괴는 층의 산소 공 을 제한하며, 

표층에서 량 발생한 식물 랑크톤이 침강하여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 소비를 진시

켜 빈산소 수괴를 형성한다(이 1992, 이 1994, 김과 김 2003). 이러한 빈산소 수괴는 짧게는 수

일에서 몇 달간 지속되어 층의 빈산소 수괴가 형성될 때 용존산소 농도에 민감한 극피동물

이나 갑각류 등이 폐사하여 층에는 무생물화 상이 나타난다(Diaz, 2001). 국내 연구에서는 

진해만에서 서동물 군집연구를 실시한 Lim(1993)의 결과 서동물의 변동과 층의 용존산

소와 한 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동물 랑크톤은 표 생태계에서 식물 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포식자이며, 먹이사슬에 

있어 일차생산자와 상  양단계의 소비자와 연결하는 간 연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매

우 요하다. 이에 연안 해역에서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면 용존산소 농도에 따라 동물 랑크톤

의 생물량과 다양도에 향을 미치게 되어 상  소비자에까지도 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

는 하계 빈산소 수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마산만과 가막만에서 빈산소화 상에 따른 동물 랑

크톤의 수층별 분포 양상을 밝  용존산소 농도에 따른 동물 랑크톤의 출 양상을 악하여 

동물 랑크톤의 군집 동태에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료  방법

  하계에 빈산소화 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마산만과 가막만 해역에서 2012년 8월 빈산소 

상이 발생하는 정 과 조구 정 을 상으로 표층부터 층까지 1m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

하 다(Fig. 1). 환경요인으로는 수온, 염분은 장에서 다항목 수질측정기(CTD)로 측정하 으

며, 용존산소는 DO병에 고정한 후 Winkler 정법으로 분석을 하 다. 식물 랑크톤 생체량은 

GF/F(공극: 0.45um)로 여과후 냉동 보 하 다. 분석을 해 여과지를 90% 아세톤 10ml를 냉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색소를 추출한 후, 10분간 원심분리시켜 상등액만을 취하여 10-AU를 

이용하여 흡 도를 측정하여 식물 랑크톤 생체량을 계산하 다. 

동물 랑크톤의 채집은 수심에 따른 종조성과 개체수를 악하기 해 표층에서 층까지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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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수 펌 를 사용하여 수층별로 100L를 채수한 후, NORPAC NET(망구: 30cm, 망목: 

60um)를 사용하여 거르는 방법으로 채집하 다. 채집된 시료는 성포르말린을 사여하여 최종

Fig. 1. Map of the study area.

농도가 3%가 되도록 고정하 다. 고정된 시료는 Bogorov counting chamber를 사용하여   

양을 해부 미경(OLYMPUS SZX7)하에서 찰하 다. 

3. 결과  토의

  연구기간 동안 수온, 염분, 식물 랑크톤 생체량, 용존산소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수온은 마

산만에서 21.6~26.8℃의 범 로 나타났으며, 가막만에서 26.1~29.4℃로 표층에서 두 해역 모두 

높게 나타났다. 염분은 각 해역에서 29.4~32.1 psu, 31.7~32.0 psu로 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식물 랑크톤 생체량은 마산만에서 2.50~38.75 µg/L, 가막만에서 1.89~5.25 µg/L범 로 마산만 

실험구 정 (St.1, St.3) 표층에서 높게 나타난 값을 제외하면 두 지역 모두 빈산소 수괴가 형

성된 층에서 높은 식물 랑크톤 생체량을 나타냈다. 용존산소는 각 해역에서 1.5~7.8 ㎎/L, 

2.2~7.1 ㎎/L의 범 로 연구기간 동안 수층별 범 는 층으로 갈수록 낮고, 표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험구 정 에서 2.0㎎/L 정도의 농도를 보여 빈산소 수괴가 형성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Temperature, salinity, chl-a, and dissolved oxygen measured in surface to 
bottom of study area.

Fig.3. Vertical total abundance of zooplankton in study area. 

  연구해역인 마산만과 가막만에서 출 한 동물 랑크톤의 출  개체수는 각각 3,980~678,810 

indiv./m
3

, 11,120~87,940 indiv./m
3

으로 수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출 한 동물 랑크톤은 

마산만에서 요각류 7종을 포함한 20개 분류군이 가막만에서는 요각류 8종을 포함한 21개 분류

군이 출 하 으며 실험구 정 에 비해 조구 정 에서 다양한 분류군이 출 하 다. 우  출

한 분류군을 살펴보면 마산만에서는 Cyclopoida인 Oithona spp.와 불가사리 유생이 극우 으

로 출 을 하 으며 가막만에서는 야 충과 Penilia avirostris, Oithona spp.가 우  출 을 하

으며 실험구 정 과 조구 정 에서의 출 양상은 비슷하 다(Table. 1). 그러나 우  출

한 분류군을 제외한 동물 랑크톤의 분포를 살펴보면 각 해역에서 실험구 정 에서는 층으

로 갈수록 개체수가 감소한 반면, 조구 정 (St.2, St.4)에서는  수심에서 고루 분포하 다

(Fig. 3). 



Depth (m)
1 2 3 4 5 6 7 8 9

St.1
Abundace Oithona spp. 1460 17480 37480 94200 60160 74040 34040 71040

Other copepods 720 340 1490 500 1770 120 160 10
Number of taxa 5 4 6 7 9 5 5 5
Dominant taxa Oithona spp.,Penilia avirostris,Ophiopluteus larvae

St.2
Abundace Oithona spp. 5420 5320 5490 8680 5280 9280 4620 17480 6240

Other copepods 830 3680 1010 1040 570 640 80 190 230
Number of taxa 14 11 13 12 9 10 5 7 6
Dominant taxa Oithona spp.,Penilia avirostris,Paracalanus parvus s.l.,Noctiluca scintillans

St.3
Abundace Oithona spp. 2940 2110 6250 5290 6280 11330

Other copepods 750 260 1120 1950 460 590
Number of taxa 14 11 16 11 7 7
Dominant taxa Oithona spp.,Penilia avirostris,Noctiluca scintillans,Oikopleura dioica

St.4
Abundace Oithona spp. 1640 1740 1460 1580 1240 450

Other copepods 770 770 430 870 920 770
Number of taxa 16 17 15 17 15 16
Dominant taxa Oithona spp.,Penilia avirostris,Noctiluca scintillans,Gastropod larvae,Ophiopluteus larvae,Polychaeta larvae

Table 1. Vertical abundance of Oithona spp. and other copepods, number of taxa and 
dominant species of zooplankton in the study area.

  

  각 수심별 용존산소의 농도에 따라 실험구 정 과 조구 정 에서 출 한 요각류와 후기유

생의 출  개체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  출 한 Oithona spp.의 수층별 출 개체수를 

살펴보면, 마산만과 가막만의 실험구 정 에서 1,460~94,200 indiv./m3, 2,110~34,200 indiv./m3의 

범 로 출 을 하 으며 조구 정 에서는  4,620~17,840 indiv./m
3

, 450~1,740 indiv./m
3

으로 

출 을 하 다. 그 외의 요각류  후기유생은 10~1,770 indiv./m
3

, 260~1,950 indiv./m
3

의 범

로 출 을 하 으며 조구 정 에서는 80~3,680 indiv./m3, 430~910 indiv./m3으로 출 을 하여 

요각류  후기유생은 실험구 정 에서 층에서 낮은 출 개체수를 보 다(Table 1). Keister 

et al (2000)은 만과 같은 연안에서 빈산소 층이 형성되면 동물 랑크톤의 출  종수와 출  

개체수는 층의 용존산소 농도에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

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해역에 수층별로 출 한 요각류를 상으로 정 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 1축과 제 2축의 고유치는 각각 0.40, 0.15로 나타났으며, 1축과 2축의 체 자

료에 한  기여율은 35.8%로 나타났으며, 제 1, 2축에서 환경요인과 동물 랑크톤의 변화

에 해 80.9%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그 결과 Oithona spp.는 용존산소와 음

의 상 성으로 보 으나 그 외의 요각류와 후기유생은 양의 상 성을 보 다(Fig. 4). 선행연구

에서 Oitnona 속과 같이 소형인 Cyclopoid 요각류는 산소 소비양이 Acartia 속 요각각류 보다 

다고 하 다(Lampitt and Gamble, 1982). 본 연구에서도 빈산소가 발생한 실험구 정 에서 

Oitnona spp.는 높은 출 을 보 으며 특히 층에서 Calanoid 요각류의 출 이 극히 은 반

면 Oitnona spp.의 출 개체수가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결과를 잘 반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종의 차이에 있어 비교하기가 어려우며,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장조사와 병행하여 용존산소 농도에 따른 배양 실험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어 

진다. 



　 AX1 AX2
Eigenvalues 0.396 0.154
Species-environment correlations 0.97 0.881
Cumulative percentage variance 25.8 35.8of species data
of species-environment relation: 58.2 80.9
Sum of all eigenvalues 1.535
Sum of all canonical eigenvalues 0.68

Table 2. Summary of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CCA) for Oithona spp. and 

other copepods abundance in the study area. 

Fig. 4. Canonical Correspodence Analysis (CCA) ordination 

diagrams of relation environmental variables (temperature, salinity, 

chl-a, and dissolved oxygen measured) and copepods abundance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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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tructural characteristics, ecophysiology, and 

global diversity of salt-loving Halocafeteria 

seosisnensis in heterotrophic stramenopiles

박종수

경북 학교 해양학과

A flagellate is isolated from a Korean saltern pond of 300‰ salinity. One the basis 

of ultrastructural features, this organism is a bicosoecid in heterotrophic stramenopiles. The 

isolate have neither mastigonemes, lorica, body scales, nor cytopharynx. Phylogenetic 

analysis of 18S rRNA gene sequences demonstrates that its closest relatives include 

halotolerant strains, and typical marine stramenopiles Caecitellus and Cafeteria. This 

organism grows optimally at 150 ppt and 35℃, indicating a new extremely halophilic 

eukaryote. Newly described Halocafeteria does not grow at Mg:Ca ratios of 35 and 100 and 

at high sulfate concentrations of 11.6 and 31.6 g/L, in spite of optimal conditions for 

growth concerning salinity and temperature. Genotype-based species closest to 

Halocafeteria have been found in two sampling locations in USA, three sampling locations 

in Australia, and one sampling location in Poland. The retrieving sequences are almost 

identical to each other. This result suggested that classic halophilic Halocafeteria do not 

have restricted geographical ranges, and Halocaferia are widespread in natural hypersalin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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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AL CARPET AND ASSOCIATED BIVALVES 

AT KEUMNEUNG,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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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 carpets, widespread in warm water regions, contain many bivalves which 

may be found living among the colonies or at the base of the coral. These bivalve 

assemblages are mostly boring and sessile suspension feeders, belonging to the 

Pteriomorpha. The superfamilies usually found in the carpets are the Arcoidea, Mytiloidea, 

Pteroidea, Pectinoidea, Limoidea, Ostreoidea, and the heterodonts Chamoidea and 

Gastrochaenoidea. The scleractinian coral Alveopora japonica Eguchi, 1968, a high latitude, 

encrusting species, belongs to the Poritidae, which is a member of the coral carpet 

community. In Jeju Island, A. japonica is the only dominant coral species, and is extending 

its range. In May, 2012 a survey was conducted at Keumneung, on the northwest coast of 

the island, to further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and ecology of this species, and also to 

examine associated invertebrate communities. Colonies of A. japonica were obtained by 

scuba diving from a rectangular area 1 m x 10m on a rocky substrate at a depth of 10 m. 

All cryptofauna at the base of the colonies was manually removed and stored in 70% 

alcohol. The density of the colonies was measured, as well as the size of some 

representative colonies. Among the organisms found at the base of the encrusting coral 

colonies were a large number of mollusks, mainly bivalves. Twenty species were identified. 

Although the encrustations caused by A. japonica were smaller in area and depth, 

compared to the coral carpets found in other studies, the composition of the bivalve fauna 

was quite similar. However, other families not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were also 

present. Moreover, the bivalves obtained from the A. japonica encrustations were all from 

the base of the coral. Coral carpets can function as prime habitats for a wide variety of 

invertebrate species, including bivalves, by providing a good supply of nutrients as well as 

a refuge from predators. With climate change, it can be expected that not only will A. 

japonica further extend its range, but may offer a suitable habitat for invasive, warm 

water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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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자  학 미경을 이용한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가시굴 (Saccostrea kegaki Torigoe & Inaba, 1981)의 

기유생발달에 한 연구 

              

이희 , 강 실, 정희도, 홍 기, 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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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은 쿠로시오 난류의 향으로 겨울철 수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수온상승으로 인해 아열   열 성 패류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 아열  종

에 속하는 가시굴 (Saccostrea kegaki)은 ·소형 패류로서 제주지역에 국한되게 서식하며 조간 에 

리 분포하고 있으나, 이 종의 생활사 규명에 한 기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시굴 (S.kegaki)의 생활사 규명을 한 기  연구로 기유생발달 과정을 찰하 다. 가시

굴은 2012년 8월 제주시 김녕항 (33°33´ N, 126°44´ E)내 암반 조간 에서 채집하 고, 성숙한 개체

의 생식소 조직으로부터 정자와 알을 채취하여 24 ± 1°C환경에서 수정시켰다. 수정란의 기유생발

달과정은 시간  별로 학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다. 찰결과, 성숙한 가시굴 알

의 크기는 66.8±1.8 µm 고, 정자의 길이는 36.9 µm로 두부는 실린더 형태를 보 고, 부분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찰되었다. 가시굴 수정란 세포분열 과 배 발달단계  소요시간은 다른 

Saccostrea sp. 기유생발달 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따라서 가시굴을 비롯한 굴목 

(Ostreoida)에 속해있는 굴의 기유생발달은 10-12시간 이내에 담륜자 유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 으로, 학 미경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한 가시굴 (S.kegaki) 기유생발달 

연구는 향후 아열  굴의 기 생활사 규명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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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병리학  방법을 이용한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의 건강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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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은 활동 범 가 제한 이고 고착성의 여과 섭식자로 

연안 환경 모니터링의 지표 생물종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6월 국 

24개 지역 조간 에서 채집한 바지락의 공간 인 조직병리학  차이를 조사하기 해 실시

되었다. 채집된 바지락은 조직학  처리 방법에 따라 비하 고, 학 미경 하에서 소화

맹낭 축도  병원성 원생생물, 흡충류, 바이러스 등의 유무를 찰하 다. 한, 해산이

매패류의 주요 병원성 원생생물인 Perkinsus olseni의 정량 인 감염도를 측정하기 해, 

아가미 조직을 출하여 FTM 배지에 배양하 다. 그 결과, 서식지역의 먹이 환경을 간

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소화맹낭 축도의 경우, 남해안에 서식하는 바지락의 소화맹낭 

축도가 0.5 ± 0.51 (완도)에서 2.7 ± 0.52 (마산)로 지역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Perkinsus 

sp.의 경우, 0-100%의 감염율로 지역별 변이가 컸고, 서해안과 남해안 부분 지역에서 

76.7-100%의 높은 감염율이 찰되어, 바지락의 주된 기생생물임을 확인하 다. 그러나 

Perkinsus sp.의 지역간 감염율과 감염도에 있어서는 뚜렷한 감염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고, 

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세균류인 Rickettsia-like organisms의 

경우는 0.0-43.3%의 감염율로 Perkinsus sp. 다음으로 그 감염율이 높게 찰되었고, 이어 

흡충류인 Trematode (0.0-16.7%), 요각류인 Copepod (0.0-23.3%), Virus-like organisms 

(0.0-3.3%)등이 찰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주로 굴 난소에 기생하는 원생생물인 

Marteilioides sp.가 남해안의 강진 (10%), 여수 (3.3%)지역 바지락에서 찰되었고, 굴 소

화맹낭에서 주로 찰되는 Marteilia sp.가 남해안의 여수 (13.3%), 통  (6.7%) 지역 바지

락에서 찰되었다. Perkinsus sp. 혹은 Marteilioides sp., Martiellia sp. 등의 기생생물은 

패류의 량 폐사, 혹은 번식장애 등의 원인이 되는 종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이 종들의 

시-공간  분포 변화  바지락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원체 출  감시 등, 장기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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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health condition of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in an oil spill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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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ssess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oyster productivity in an oil spilled area, 

we monitored the growth and physiological condition of Pacific oyster raised in a 

suspended long-line facility at Uihangri beach in Taean, one of the major areas 

damag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Physiological condition was assessed using 

histology, bio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and measuring reproductive effort. In 

December 2012, 15 months after placement, oysters grew 5.6 cm in shell length, 17.4 g 

in total weight, and 3.4 g in tissue dry weight. A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used to quantify egg biomass revealed that the fully ripe oysters produced a relatively 

small quality of eggs (22.9 %) of their body weight compared with adult oysters (40%), 

indicating that the 1-year-old oysters used in this study did not sexually mature. The 

low total carbohydrate and glycogen reserve in oyster tissue recorded in September 

coincided with intense energy utilization due to spawning. The physiological condition of 

cultured oysters was relatively better than wild oysters. In this study, we could confirm 

the possibility of restoring oyster productivity in the oil spilled area by the suspended 

culture system, although continuous monitoring should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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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lux를 이용한 서남극 지역의 합성 생물 구성 

비교

송호정, 김민주, 이해미루, 소우, 이상헌

부산 학교 해양학과

Ross sea는 서남극에 치한 Victoria Land와 Marie Byrd Land사이에 있는 깊은 

만으로 남극에서 가장 큰 ice shelf를 가진 지역  하나이다. Ross sea는 남극에서 

2번째로 생산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합성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 

지역의 합성 생물 구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해 

chlorophyll-a, R-phycoerythrin, phycocyanin를 측정할 수 있는 Trilux 장비를 이용

하 다. 뉴질랜드에서 Ross Sea로 이동하면서 총 22 정 에서 표층수를 채수하 고 

Ross sea내의 4개의 정 에서 Rossete Sampler를 이용하여 각 깊이의 해수를 채수

하 다. 표층수를 비교해본 결과 chlorophyll-a 67.5%, R-phycoerythrin 21.5%, 

phycocyanin 11.0% 순의 구성을 보 다. underway1 (55.79°S, 165.51°E) 정 에서 

평균 59.5%, 16%, 24.5%로 구성을 보 으며 underway18 (75.87°S, 168.91°E) 정

에서는 평균 70.1%, 20.6%, 9.3% 구성으로 남극에 가까울수록 chlorophyll-a 의 값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수심별 비교를 해 station 40, 41, 51, 55 지역에서 

량에 따라 6개의 수심별(100%, 50%, 30%, 12%, 5%, 1%)로 나 어 분석하 다. 각 

수심마다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평균 으로 chlorophyll-a 70.8%, R-phycoerythrin 

19.6%, phycocyanin 9.6% 구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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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species of Agetus (Copepoda, 

Cyclopoida, Corycaeidae) from off Jeju 

Island, Korea

Jin Hee Wi1, Hae Lip Suh1, Ho Young Soh2

(
1

남 학교 해양학과, 
2

남 학교 환경해양학과)

Three species of the subgenus Agetus are first recorded and redescribed 

from off Jeju Island, Korea. Studies of Agetus species have been relied 

on insufficient taxonomic information so far, lacking morphological details 

(e.g. mouthparts, spine lengths of each leg, ornamentation on surface of 

second urosomal somite) which were proved to be important 

identification keys of small cyclopoid copepods through many taxonomic 

studies. Precise morphological information for species identification is 

essential to investigate species variations and new species within Agetus 

among different regions, as well as to provide basic ecological data 

related to diverse hydr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distinct and 

minute morphological characters separating each species within subgenus 

Agetus are discussed and morphological comparisons with earlier records 

from other ocean areas are given. Additionally, zoo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getus species recorded in the East China Sea is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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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of a new compound from the marine 

sponge Poecillastra wondoensis

Hyobin Kim
1

, Jung-Rae Rho
1

(
1

Department of Oceancgraphy, Kunsan National University)

   Marine sponges producing diverse secondary metabolites have 

been one of a biochemical source for the drug development.  In a 

continuation of searching for new bioactive compounds, we recently 

collected 14 species of sponges that live in the waters near the 

Geomun island Korea. Among them, the sponge Poecillastra 

wondoensis showing DPPH scavenging effect allowed us to proceed 

to further study. The activity guided fractionation afforded a new  

interesting compound which contains a sulfate functional group and 

a long hydrocarbon chain in one terminus. The amide group in the 

center of the molecule connected the two moieties. 

    In this poster, we present the isolation and the structure 

determination of the compound by the extensive NMR and MS  

methods, along with HPL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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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dynamics and stratigraphy of compound dunes on 

the Yeochari tidal flat (Ganghwa Island) in Gyeonggi 

Bay, Korea

 

조주희1, 오청록2, 최경식1

1서울 학교 해양학과
2 남 학교 해양학과

Compound dunes are present in close proximity to tidal channels in the lower intertidal zone of 

Yeochari tidal flat. They range in height from 1 to 1.2 m and have wavelengths of 15 ~ 20 m. 

Superimposed simple 2D dunes are 18 ~ 40 cm high and 3.3 ~ 5.3 m long. Dunes are 

asymmetrical with their steeper (28 ~ 35o)  lee face in the direction of net migration (ebb). 

Dunes consist of crossbedded medium to coarse sands that are interbedded by thinner laminated 

to bioturbated muds. Crossbeddings are bounded by low-angle master bedding planes, which is 

formed by a medium to large superimposed dunes as it migrates down the larger dune’s lee 

face. Reactivation surfaces formed by subordinate current (flood) occur within the crossbeddings 

and have greater dip angle than the master bedding planes. Dune troughs are commonly draped 

by slack-tide muds that are bioturbated. The deposits of compound dunes coarsen upward from 

laminated to bioturbated mud at base to crossbedded medium to coarse sand at top, reflecting 

forward accretion of tidal dunes. Two-year long morphologic observation revealed that simple 

dunes migrate ebbwardly as fast as 1 m per day. In contrast, compound dunes migrate either 

seaward or landward at much slower rate. Landward migration of compound dunes seems to be 

associated with high wave energy condition during typho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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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지 해수욕장의 해안선변화 조사-항공사진측량과 

지상측량 자료의 비교

김백운
1

, 윤공
2

, 이창경
2

1
군산 학교 새만 환경연구센터, 

2
군산 학교 토목공학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의 서쪽 연안에 치한 꽃지 해수욕장의 장기간 해안선 변

화를 조사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의 2003년 해안선조사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첩된 항공사진의 수치표면모형(DSM)의 정확도를 악하 다. 해안 도

로의 지상측량 측 을 상으로 1998년, 2003년, 2009년의 항공사진측량 성과를 비

교하 다. 측 의 고도차는 1998년과 2003년에 약 0.8 m에 달하 다. 연안지역에서 

지상기 이 육상에 편 하여 분포하기 때문에 항공사진측량의 정확도가 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작게 나타난 2009년은 블록을 구성한 총 34매의 사진에서 

복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블록 구성은 문제해결 방법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와 다른 과거의 항공사진에 해서는 촬  당시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치표고모형

(DEM)자료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사

진표정에 이용된 지상기 을 이용하여 수치표면모형의 정확도를 높이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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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development of chenier (shelly sand 

ridge) in macrotidal Gomso Bay, west coast of Korea

              

오청록1 조주희2 최경식2

1 남 학교 해양학과
2서울 학교 해양학과

Morphodynamics and architectural development of chenier in the macrotidal Gomso Bay 

was investigated using RTK GPS, Total Station, 60-m-long trench, and can-cores. 

Chenier lies on the upper intertidal flat close to coastal dune, which is submerged only 

during spring high tides. Asymmetric in profile, chenier is composed of poorly sorted 

shelly sands with landwardly-dipping stratification. Internal architecture of chenier consists 

of steeply (5 ~ 25
o

) stratified unit that is bounded by gentle-sloped (< 5
o

) stratification. 

Frequent morphologic profiling reveals that the high-angle stratification was formed during 

spring high tides in association with enhanced wave activity. In contrast, the low-angle 

stratification was generated during mean (intermediate) high tides with high wave-energy 

condition. High-angle stratification is interpreted as washover deltas that develop only 

when landward side of chenier is inundated. Low-angle stratification is interpreted as 

washover sheets that develop when storms or typhoons-related overwash moves onto 

unflooded landward side of chenier. The period when washover deltas were formed 

coincides with remarkable chenier migration. The presence of tidal rhythmites within 

washover deltas substantiates wave-modulated rapid tidal sedimentation. Alternations 

between washover-sheets and washover-deltas development reflect strong wave activity 

as a function of tidal elevation on yearly to bi-yearly time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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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조간 의 이미언(Eemian, MIS 5e) 간빙기 해성 

퇴 층: 제4기 층서 진화와 의미

              

장태수
1

, 김진철
2

, 이상헌
2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 지질연구실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지질연구실

  지난 20년 동안, 황해의 동부, 한반도의 서해안 조간   그 층서 연구에서 요한 진일보 

의 하나는 니질 산화 층의 발견이다. 서해안 조간 에 범 하게 분포하며 홀로세 조간 층 

하부에 존재하는 산화 층은 퇴 물의 기  노출과 풍화의 증거로 제시되며, 최소한 서해안 

퇴 층에서는 홀로세와 후기 라이스토세의 부정합  경계를 이룬다. 최근의 선행 연구는 이 

산화 층 하부에  다른 조간 층이 존재함을 보고하 지만, 탄소동 원소  OSL 연 측정 

결과 그 시기는 략 40,000-70,000년 범 로 MIS 5에 해당하 다. 이러한 연 는 약 10-20m에 

이르는 해수면 고도와 시추코어 층서와의 심각한 불일치를 가져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결국 하

부의 조간 층을 지난 간빙기, MIS 5e 퇴 층으로 추정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4기 조간  퇴 층의 층서  불일치와 지난 간빙기(Last Interglacial)에서 

지난 빙기(LGM)에 이르는 고기후/고환경 변화 연구를 해  백수 조간 에서 최  46 m에 

달하는 시추코어를 획득하 다. 백수 조간   조하 에서 회수한 총 5 의 시추코어는 퇴 상 

분석, OSL 연 측정  화분 분석을 실시하 다. 시추코어 분석 결과, 백수 조간 는 4개의 퇴

단 , 1) 최하부 기 의 하성 퇴 체(MIS 6?), 2) 이미언(MIS 5e) 이질 조간 /염습지 퇴 층, 

3) 고토양/하성 역질 퇴 체, 그리고 4) 최상부 홀로세 조간  퇴 층로 구분된다. 순차층서학

으로 이들은 다시 2개의 층단 (sequence), 상부 층단 와 하부 층단 로 묶인다. 각각의 층단

는 기 의 하성 역/고토양 층과 그 를 부정합으로 덮는 조간  퇴 층의 묶음으로 이루어져있

다. 하성 역질 층/고토양 층은 기 의 노출을 지시하며, 해퇴에 따른 해수면(lowstand) 시기

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서해안은 해침을 겪고, 조간  퇴 층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난 간빙기 이래로, 백수 조간 는 최소한 2차례의 해퇴와 해

침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간빙기(MIS 5e) 조간  퇴 층은 조석 리듬층의 존재, 

13-11만년의 OSL 연 , 그리고 온난 온  내지는 아열  기후환경을 지시하는 화분의 산출로 

입증된다. 

  이미언(MIS 5e) 조간 층의 존재는 이와 같이 오랜 논쟁으로 남아있던 해성 퇴 층의 제4기 

층서의 불일치를 해결해 주며, 지난 간빙기에서 지난 빙기에 이르는 한반도  황해의 해수면 

변화 연구에 있어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 지난 간빙기 동안, 황해는 범 한 해침을 겪

었으며, 이러한 온난 온 /아열  해양환경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륙성 기후변화 연구

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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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 fabric and mineralogy on the physical property 

variation of Heuksan Mud Belt

 

       Buyanbat Narantsets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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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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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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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진욱
1

1연세 학교 지구시스템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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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gykim@kigam.re.kr

Phys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for sixteen core sediments collected from Heuksan 

Mud Belt in the southeastern of Yellow Sea. The clay fabric analysi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was performed on splitter core samples. In addition, clay minerals were 

analyzed. The velocity for core samples was measured using the pulse transmission 

technique. Physical properties (water content, porosity, density) were measured using 

weight-volume method. Shear strength was manually measured by hand-vane apparatus. 

Overall, porosity and water content decrease with sediment depth due to compaction caused 

by overburden pressure. While bulk density shows increasing trend. The velocity and shear 

strength generally increase with depth, reflecting the variation of other physical property data. 

However, the velocity at station P14 abruptly decreases in depth intervals from 310 cm to 

400 cm due to the presence of shallow gas within sediments and/or degassing cracks. In 

addition, porosity and water content below 90 cm depth of station P03 are significantly 

changed from 57% to 38% and from 55% to 23%, respectively. Also, the bulk density (1.56→

2.04 g/cm
3

) and velocity(1571→1707 m/s) abruptly increase with burial depth. This is probably 

responsible for difference of sediment texture, caused by significant increase of sandy 

sediments. 

At stations P02, P03, P07, P11, and P15, X-ray diffraction data reveal that the major 

clay minerals are chlorite, illite, chlorite+kaolinite, and kaolinite. Illite was identified as the 

most abundant clay mineral. Interestingly, smectite was only identified for ethylene-glycolated 

samples.

The clay fabric analysis using SEM was performed on upper and lower sediments 

based on the variation of physical property data at stations P02 and P15. The clay fabric at 

upper sediments shows typical card-house structure and random arrangement of particles. 

And the clay particles have abundant face-to-face (FF), edge-to-face (EF) and edge-to-edge 

(EE) contacts. However, the clay particles at lower sediments (at 290 cm depth of station 

P15 and at 392 cm depth of station P02 characterized by decreased porosity) reveal 

well-oriented arrangement with dominant face-to-face (FF) contacts, due to sediment 

compaction caused by overburden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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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남동부 흑산머드벨트 표층퇴 물의 지화학  특성에 

따른 퇴 물 기원지 연구

하헌 1,2, 승수1, 장태수2

1 남 학교 지구환경과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본부

황해 남동부에 치한 흑산머드벨트(HMB)를 구성하는 니질 퇴 물의 기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분석 방법의 차이, 각 분석마다 다른 시료, 그리고 입도에 의한 보정 

효과 등으로 인해 기원지 해석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흑산머드벨트에

서 획득한 니질 퇴 물에서 동일한 시료를 상으로 주성분 원소와 희토류 원소를 분석하여 지화학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니질 퇴 물 기원에 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공간 으로 지화학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해 퇴 물 공간분포 양상과 비교하여 기원지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성분 원소 함량 , Fe/Al과 Mg/Al 함량 비, Al2O3와 MgO 함량 비를 각각 도시한 결과, 흑산머

드벨트 니질 퇴 물은 한국과 국 기원의 퇴 물 간에 치하 다. 상부 륙지각(UCC)의 희토류 

원소 함량으로 정규화(normalized)된 흑산머드벨트 퇴 물의 평균 희토류 원소 분포 양상을 한국과 

국 강 퇴 물과 비교하 을 때, 한국과 국 기원 퇴 물의 간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표층

퇴 물의 주성분 원소와 희토류 원소의 지화학  특성은 흑산머드벨트는 한국과 국으로부터 퇴

물이 공 되어 형성된 혼합 복합체임을 시사한다. 

퇴 물 지화학 원소 함량의 공간분포 양상에 근거한 기원지 변화를 살펴보면, 심 퇴 체에서 한국 

기원의 퇴 물이 우세하고, 주변부로 갈수록 국 기원의 퇴 물로 바 는 특성을 보인다. 한, 표

층퇴 물은 심 퇴 체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실트의 함량은 감소하고 토의 함량이 증가하 다. 

따라서 한국 기원은 실트 퇴 물이 우세한 반면, 국 기원은 토 퇴 물에서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화학  특성은 한반도 서남부해역의 계 에 따른 복잡한 해류 패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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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동해역에 분포하는 니질퇴 의 후기 홀로세 

퇴 작용

김유리, 천종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본부

 

 한국 남동해역의 륙붕에는 연안을 따라서 Korea Strait Shelf Mud (KSSM) 퇴 물이 발달

되어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KSSM 퇴 물의 탄성  층서와 천부가스 부존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SSM 퇴 물에서 채취된 피스톤코어 퇴 물의 퇴 상 분석, 총질

소, 총유기탄소, 탄산염, AMS 14C 연 측정을 통하여, 연구지역의 후기 홀로세 퇴 작용을 해

석하 다. 코어 퇴 물은 생물교란 니, 층리 니, 균질 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복족류와 

이매패류 편들이 포함되어 있다. 코어 퇴 물의 조개편들은 AMS 
14

C 연  측정에 사용되었

는데, 길이 629 cm의 퇴 물에서 순차 으로 1,671±41, 2,854±39, 3,598±43, 3,868±44, 3,877±42, 

4,109±41, 4,443±41 
14

C yr BP로 분석되었다. 비록 조개편의 AMS 
14

C 탄소연  값은 역 되는 

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 퇴 구간에서의 퇴 률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퇴 물 총질소 

함량의 수직 인 변화는 총유기탄소 함량의 차이에 비하여 상 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탄산

염함량은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자료들은 한국 남동해역의 륙붕에서 해수면 상승과 

해류  낙동강의 퇴 물 공 량의 변화 등에 의해서 후기 홀로세 동안에 KSSM 퇴 물의 퇴

작용이 향을 받았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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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ing Earth’s Past, Present, and Future: 

New IODP (2013-2023) 과학계획  동해시추 (Exp. 346)

 

       김길 1, 장세원1, 상민2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본부, 2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 센터

E-mail: gykim@kigam.re.kr

   

 해양지구과학분야의 국제 인 로그램인 IODP (International Ocean Drilling Program)는 1968년 

DSDP (Deep Sea Drilling Project)로 시작하여 1983년에는 ODP (Ocean Drilling Program)로 2003년

에는 재의 IODP로 개명되면서 다양한 지구과학분야에 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지 까지 35년

간 지속되어온 재의 IODP는 2013년 9월말 종료되고 10월 1일부터는 새로운 과학계획을 담은 New 

IODP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로 새로이 시작되며 2023년까지 계속된다. New IODP

는 “Illuminating Earth’s Past, Present, and Future”를 모토로 4개 연구주제 분야 (Climate and 

Ocean Change, Biosphere Frontiers, Earth Connections, Earth in Motion)를 가지는 과학계획으로 구

성된다. New IODP에서 바 게 되는 가장 특징 인 것은 기존 통합 리하던 세 의 시추선을 각각

의 국가 (JR은 미국, Chikyu는 일본, MSP는 유럽)에서 별도로 운 하게 된다. 한 시추제안서를 평

가하는 패 도 3개 (PEP, SCP, EPSP)로 구성되며 그 상 기 에 Forum을 두는 새로운 SAS 

(Science Advisory Structure)로 변경된다. 한 각각의 시추선별로 Funding agency  세계 과학

자를 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한 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Facility Board (FB)가 별도로 운 된다. 

Forum의 경우 지난 2월에 미국 마이애미 학의 Keir Becker 교수가 Forum의  의장으로 선출되

었다. Forum의 역할은 New IODP의 발 을 해 과학계획을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한 구심

이 되는 기능을 하며 FB에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한 각 패 에서 심사된 시추제안서를 최종 으

로 검토하게 된다. New IODP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JR member, Chikyu member, ECORD 

member등 최소 한곳에  membership 형태로 가입해야 된다. 재 K-IODP가 가입하고 있는 JRFB 

(JOIDES Resolution Facility Board)는 WHOI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USA)의 

Susan Humphris 박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FB의 구체 인 역할에 해서는 재 회의를 통

해 작성 에 있으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각 시추선의 최고 결정기 이 되는 것이다.

    아시안 몬순을 연구하기 하여 IODP 시추선인 JR (JOIDES Resolution)을 이용한 시추가 2013년 

7월 29일에서 9월 28일까지 탐사명 Exp. 346으로 동해에서 이루어지며 이 시추정  에서 우리나라 

해에 속하는 한국 지에 1개의 시추정 이 계획되어 있다. IODP 시추선을 이용한 한국 해지역에

서의 시추는 이번이 처음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시추에는 한국인 과학자 2명이 승

선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며 시추후에도 sampling party를 통한 시추시료 확보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추 에는 K-IODP Summer School에 Live webcast를 이용하여 시추선에

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자의 활동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 시추 후 부산항으로 정되어 있

는 port call에는 K-IODP 련 정부기  계자, 련 문가  학생들에게 JR tour를 통하여 시추

선  국제 IODP 로그램을 소개 할 정이다. IODP는 거 과학을 연구하는 가장 큰 국제 인 로

그램으로서 많은 한국의 련과학자들과 학문후속세 들이 이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여 국제

인 과학자로 발 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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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심해퇴 층에서 산출되는 자생 탄산염 물의 기원: 

안정동 원소와 미량원소 결과

우경식
1
, 남승일

2
, 지효선

1

1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2
극지연구소

2008년 독일해양조사선 Polarstern이 북극해 탐사를 수행하면서 멘델리 해 산맥(Mendeleev 

Ridge)의 앙부에서 시추한 자이언트박스코아(PS72/410-1) 내에 있는 원양퇴 물에서 부유성 유

공충을 제외한  자생 탄산염 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자생 탄산염 물은 주로 방해석이나 아라고

나이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두 물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자생 탄산염 물은 다양한 조

직을 보이며 이는 탄산염 물이 무기 인 기원에 의해 침 되었음을 지시한다. 안정동 원소 분

석결과, 탄소와 산소동 원소 성분은 매우 부화된 범 (δ
13

C = 0 ～ +5 %, δ
18

O = -5 ～ +5 ‰)

를 보인다. 부화된 탄소동 원소 성분은 이 결정이 공극수가 환원환경이 빨리 조성되어 메탄가스

생성 (methanogenic zone)에서 자생탄산염 물이 성장하 음을 나타낸다. 분포의 범 와 조직으

로 구분된 탄산염 물의 지화학  결과는 서로 비슷한 값을 보이며, 이는 이들이 거의 닫힌계에

서 침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 한 코아 깊이에서 다양한 지화학성분의 범 를 보이는 것은 이

들이 아주 복잡한 속성역사를 거쳐서 침 되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넓은 범 의 산소동 원소 

성분을 보이는 이유가 공극속성수의 성분이 향을 주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성분의 원인

을 해석할 수 있는 여려 증거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미량원소 분석결과, 방해석의 LMC와 

HMC가 모두 산출되며, 코아 깊이가 얕은 수록 높은 Mg, 높은 탄소와 산소동 원소 성분, 높은 

Mn, Fe, Sr 성분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생탄산염 물의 미량원소 성분이 퇴 물

의 깊이에 따라 조 되었으며, 이는 고환경의 변화에 따른 퇴 물의 성분변화에 련이 있을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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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ocene climate variability in the Iceland Sea – Reconstructions 
based on marine palynomorphs and alkenones from ODP Hole 

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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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ogene is a crucial epoch for the evolution of Earth’s climate as it went through the 

fundamental transition from the “greenhouse” into the “icehouse” world. After the Middle 

Miocene Climate Transition (MMCT), where global ocean temperatures cooled significantly and 

the East Antarctic Ice Sheet experienced major expansion, a long-term cooling initiated that 

ultimately pushed the climate system into the bipolar glaciated mode of today. Superimposed, 

distinct short-term climate variability has been observed in marine records and partly 

attributed to ice sheet growth on Antarctica and/or bottom-water cooling (Mievents).

In this context, however, the high northern latitude oceans are of eminent relevance to 

decipher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is climate variability, but due to generally low 

carbonate deposition/preservation and scarcity of traditionally used calcareous microfossils yet 

only little is known about the Neogene paleoceanographic and paleoclimatic evolution of the 

Arctic and Subarctic seas. To bypass this obstacle, the present study on ODP Leg 151 Hole 

907A in the Iceland Sea combines a detailed analysis of organic-walled marine palynomorphs 

and a low-resolution alkenone-based sea-surface temperature (SST) record for the interval 

between 14.5 and 2.5 Ma.

The diverse Middle Miocene palynomorph assemblages diminish towards the impoverished 

assemblages of the Late Pliocene; parallel with a somewhat gradual decrease of SSTs being as 

high as 20°C at ~ 13.5 Ma to around 8°C at ~ 3 Ma, thus clearly reflecting the long-term 

Neogene climate deterioration. Superimposed, palynomorphs not only echo short-term climate 

variability partly coinciding with the global Mi-events, but also the initiation of a 

proto-thermohaline circulation across the MMCT, which led to increased meridionality in the 

Nordic Seas. Moreover, three extinction events in the Late Miocene to Early Pliocene are 

thought to reflect the progressive strengthening and freshening of the proto-East Greenland 

Current towards modern conditions. Finally, the supraregional “Decahedrella event” depicts 

significant high latitude cooling between 6.5 and 6Ma, coeval with lowest Miocene productivity 

and a SST decline, thus serious affects on marine productivity in the Iceland Sea were already 

established well before the marked expansion of the Greenland icesheet at 3.3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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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areous nannofossil biostratigraphy of 

North Pond, Mid-Atlantic Ridge, 

IODP Expedition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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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etroleum Resources Technology,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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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ODP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Expedition 336 had explored North 

Pond located in the western flank of Mid-Atlantic Ridge. The principal objective of 

IODP Expedition 336 is to explain the fundamental microbiology containing the nature 

of the subseafloor deep biosphere by using the relationship of oceanic hydrology, 

geology and biogeochemistry. As a part of the principal objective, the biostratigraphy of 

the three holes (U1382B, U1383D and U1384A) drilled in North Pond was describ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calcareous nannofossils.  

 The common species of the calcareous nannofossils of the North Pond sediment are 

Discoaster brouweri, Ceratolithus telesmus and D. quinqueramus with a minor amount 

of D. challenger, which are used for biostratigraphic boundary.

 The sediments of North Pond could be divided into the three units (Unit 1, 2 and 3). 

Unit 1 is bounded by the dominant C. telesmus and is considered to be deposited since 

Late Pliocene. Unit 2 represented by the remarkable decreasing of C. telesmus and the 

increasing of D. brouweri is thought to be an age from the end of Late Miocene to 

Middle Pliocene. Unit 3 characterized by the increasing of D. challenger and D. 

quinqueramus may be deposited since Late Miocene. The common to abundant 

occurrence of discoaster species in Unit 2 and 3 indicates a warm surface water 

temperature during the Late Miocene-Middle Pli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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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태평양 통가열수해역에서 침강입자의 속원소 특성

김형직, 유찬민, 주세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자원연구부

1. 서론

열수분출구 주변에서 시계열 퇴 물 포집장치(time-series sediment trap)를 이용하여 

획득한 열수기원 입자에 한 연구는 앙해령지역의 해  열수활동의 이해에 활용된 바 있다

(e.g, Dymond and Roth, 1998; Desbruyeres et al., 2000; German et al., 2002). 특히 열수 기

원 입자에서 Fe/Mn, S/Fe, Cu/Fe 등의 다양한  원소 비를 이용하여, 열수 분출 이후 속원소

들의 선택  흡착 특성과 원소 사이의 상호 계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Dymond and Roth, 

1988; Desbruyeres et al., 2000; German et al., 2002). 해  열수 활동은 후열도 확장 와 열도

화산 에서도 발견된다(e.g., Gamo et al., 1993; Pichler and Veizer, 1999; Kim et al., 2012). 

열도  후열도 화산 에서 일어나는 해  열수 활동은 해 지각을 형성하는 앙해령과 달리 

해구를 따라 섭입되는 해양지 뿐만 아니라, 해양퇴 물과 유체 등이 함께 맨틀로 유입되어 마

그마의 형성과정에서 이들 물질의 향으로 열수유체의 지화학조성이 다양하게 찰되는 특징

을 보인다(Kim et al., 2012). 따라서 열도화산 의 해 열수순환을 통해 분출되는 열수기원 입

자의 지화학조성도 앙해령의 조성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열도분지의 해

화산 에서 찰되는 열수기원 입자의 지화학 조성 특성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서태평양 통가열도 내 열수활동해역에서 퇴 물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열수기원 

입자 내 지화학 조성 특성 등을 논의하 다.

2 .  재료  방법

본 연구에서는 퇴 물 포집장치를 2012년 1월과 2월 사이에 남서태평양 통가 해  열

수 상 해역 내 세 정 에 계류하 다(Fig. 1). 퇴 물 포집장치를 계류하기 , 붕산나트륨으

로 화된 약 10% 포르말린 용액을 시료 병에 넣어 수층 침강입자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 다. 

획득한 침강입자 시료는 증류수로 세 번 이상 세척하여 동결건조를 실시하 고, 건조된 침강입

자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총질량 럭스를 계산하 다. 동결건조 된 시료는 한국해양과학기

술원에서 유기탄소, 탄산염, 생물기원 규산염 함량을 분석하 다 (DeMaster, 1981). 암석기원 

쇄설물 럭스는 총질량 럭스와 생물기원 럭스(유기탄소 럭스×2, 탄산염 럭스, 생물기

원 규산염 럭스)의 차로 계산하 다(Fischer and Wefer, 1996). 입자 내 속원소는 기 과

학지원연구원에 있는 유도결합 라즈마 원자방출분 기(ICP-AES, Optima 4300 DV)와 유도

결합 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X5 thermoelemental)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ICP-AES, 

MS 로 분석하기 에 약 100 mg의 침강입자 시료는 질산, 불산, 과염소산을 이용하여 완 히 

용해시킨 후, 약 2% 질산으로 희석하 다.

3 .  결과

정  TA 26 #1에서 측된 총질량 럭스는 135 mg m
-2

day
-1

로 측정되었다. 이 정

에서 암석기원 쇄설물 럭스는 97.3 mg m-2day-1로 나타났다. 탄산염 럭스는 17.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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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

day
-1

로 측정되었으며, 유기탄소와 생물기원 규산염 럭스는 각각 7.8 mg m
-2

day
-1

, 4.9 

mg m
-2

day
-1

로 측정되었다(Fig. 2a). 철(Fe) 럭스는 10.3 mg m
-2

day
-1

로 측정되었으며, 망간

(Mn) 럭스는 0.48 mg m-2day-1로 나타났다. 구리(Cu) 럭스와 아연(Zn) 럭스는 각각 

0.018 mg m
-2

day
-1

, 0.086 mg m
-2

day
-1

로 측정되었으며, 황(S) 럭스는 0.57 mg m
-2

day
-1

로 

찰되었다(Fig. 2b). 정  TA 25 #3에서 측된 총질량 럭스는 105 mg m
-2

day
-1

로 측정되

었으며, 암석기원 쇄설물 럭스는 82.4 mg m-2day-1로 나타났다. 탄산염 럭스는 18.8 mg 

m
-2

day
-1

로 측정되었으며, 유기탄소 럭스와 생물기원 규산염 럭스는 각각 0.78 mg 

m
-2

day
-1

, 2.64 mg m
-2

day
-1

로 나타났다. 철(Fe) 럭스는 8.4 mg m
-2

day
-1

로 측정되었으며, 망

간(Mn) 럭스는 0.37 mg m-2day-1로 나타났다. 구리(Cu) 럭스와 아연(Zn) 럭스는 각각 

0.10 mg m
-2

day
-1

, 0.47 mg m
-2

day
-1

로 측정되었으며, 황(S) 럭스는 0.83 mg m
-2

day
-1

로 

찰되었다(Fig. 2b).

4 .  토의

남서태평양은 도별 표층 해양환경 특성에 따라 크게 도 해역(equatorial region, 

<20°S), 아열  해역(subtropical region, 20 � 45°S), 아극 해역(sub-arctic region, 45 � 60°S)

으로 구분된다(Kawahata, 2002). 시계열 퇴 물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남서태평양 도 해역부

터 아극 해역까지 수행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침강입자 럭스는 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으며, 도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 다(Honjo et al., 2000; Nodder and Northcote, 

2001; Kawahata, 2002). 특히 남서태평양 아열  해역 내 정  site 13(35°31′S, 161°00′E)과 

site SCR1000(44°37′S, 178°37′E)에서 측된 총질량 럭스는 25.6 � 32.1 mg m
-2

day
-1

의 

범 를 보여 남서태평양 도 해역(10.9 � 25.7 mg m-2day-1) 보다 높았으나, 아극 해역에서 

측된 총질량 럭스(156 mg m
-2

day
-1

)의 1/5 가량으로 낮았다(Nodder and Northcote, 2001; 

Kawahata, 2002) (Fig. 3a). 본 연구의 정  TA 26 #1과 TA 25 #3은 남서태평양 아열  해역

에 치하며, 이 두 정 에서 측정된 총질량 럭스(105.3 � 135.3 mg m-2day-1)는 남서태평양 

아열  해역 내에서 보고된 기  침강입자 럭스 보다 3배 이상 높은 값을 보 다. 하지만 본 

연구의 두 정 에서 측정된 생물기원 럭스는 이  연구결과와 유사한 범 를 보 다(Fig. 3b 

and c). 특히 본 연구에서 측정된 규산염 럭스가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두 정 에서 측된 규산염 럭스는 부분 생물기원인 비정질 규산염의 향으로 생

각되며, 열수기원에 의한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정 에서 

측된 침강입자 럭스와 남서태평양 아열  해역에서 보고된 기 침강입자 럭스의 뚜렷한 

차이는 생물기원 이외의 암석기원 쇄설물 럭스의 차이를 반 한 결과로 생각된다. 일반 으

로 양의 환경에서 침강입자 럭스의 암석기원 쇄설물은 주로 기분진을 통해 해양으로 유

입되며, 이를 통해 다량의 속원소들이 해양으로 유입된다(Kim et al., 2003). 하지만 열수환경 

해역에서는 열수분출을 통해 속입자 등이 수층 내로 공 되기 때문에 이에 한 고려가 필

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침강입자 내 속원소 함량은 태평양 주변해역에서 측된 

값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열수기원 속원소 입자가 침강입자에 흡착되어 그 향을 

반 한 결과로 생각된다(Dymond and Roth, 1988). 한, 열수분출을 통해 공 된 속입자는 

기를 통해 유입된 쇄설성 입자와 다르므로 [Al/(Al+Mn+Fe)×100] 비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

다(e.g., Bostrom and Peterson, 1966; German et al., 2002). 침강입자 내 이 원소 비가 50을 

과하면 기를 통해 유입된 육상기원 쇄설물을 지시하고, 50이하의 값은 열수기원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정  TA 26 #1과 TA 25 #3에서 측정된 [Al/(Al+Mn+Fe)×100] 비는 각각 22, 

2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정 에서 획득한 침강입자는 열수기원 입자의 향을 받은 것

으로 해석되며, 이 열수기원 속원소들의 정량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해역인 남서태평양 

해 열수환경에서 퇴 물 포집장치에 의해 포집된 침강입자의 속원소와 기분진을 통해 공

된 암석기원 쇄설물 입자의 속원소 농도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각 속원소의 Element 



Excess(EE)를 측정하 다(e.g., Kim et al., 2003; Ziegler et al., 2007). 각 원소들의 EE를 구하

기 해 다양한 륙지각 암석에 비교  일정하게 존재하는 Ti을 기  물질로 삼아 다음과 같

은 식을 이용하 다.

EE = Elementconcentration - [(Element/Ti)crust × Ticoncentration]   

의 방정식에서 Elementconcentration, Ticoncentration는 각각 침강입자 내 속원소와 Ti 함량을 의

미하고, (Element/Ti)crust는 육상기원 쇄설물의 속원소와 Ti의 비를 의미한다. 이 EE 값이 0

을 보인다면 침강입자 내 암석기원 쇄설물은 부분 기 분진을 통해 공 된 륙기원 쇄설

물임을 의미하고, 이 값이 양의 값을 보인다면 륙기원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향을 반

한다. 본 연구해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한다면, 양의 속원소 EE 값은 열수기원 원소의 유입

에 따른 향을 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  TA 26 #1과 TA 25 #3에서 측정된 모든 원

소는 양의 EE 값을 보 으며, 특히 Fe, Mn, Cu, Zn 원소에서 비교  높은 EE 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EE 값과 총질량 럭스를 이용하여 원소 EE 럭스를 계산하면, Feexcess 

럭스는 6.4 � 8.3 mg m
-2

day
-1

로 측정되어 침강입자 내 Fe 럭스는 부분 열수기원의 

향을 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Mnexcess 럭스도 0.34  � 0.44 mg m-2day-1로 나타나 주로 열

수기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Cuexcess, Znexcess 럭스는 침강입자 내 럭스와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미루어 이 속원소들은 부분 열수에 의해서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두 정 에서 측된 S, Cu, Zn의 Fe 몰 비는 정 에 따라 큰 차이를 보 다

(Fig. 4). 특히 정  TA 26 #1에서 측정된 S/Fe 몰 비는 0.03이었고, 정  TA 25 #3에서는 

0.06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 으며, TA 25 #3에서 포집된 열수기원 입자의 Cu/Fe, 

Zn/Fe 몰 비도 각각 0.013, 0.065로 정  TA 26 #1 보다 높았다(Fig. 4). 열수기원 입자 내 

S/Fe 몰 비(molar ratio)는 열수분출의 활동성(activity)과 열수분출 이후 시간에 따른 열수유

체의 성숙도를 지시한다(Haymon et al., 1993; Lupton et al., 1993; Feely et al., 1994). 실제로 

동태평양 해령 Totem vent 주변에서 측정된 열수 유체의 온도는 약 403℃로 측정되었으며, 열

수 유체 내 입자의 S/Fe 몰 비는 1 � 10의 범 를 보 다(Fig. 4) (Dymond and Roth, 1988; 

Feely et al., 1992, 1994; German et al., 2002). 하지만 온성 열수환경(약 200℃)의 열수유체

가 측된 Juan de Fuca 해령 내 Cleft segment에서 측정된 S/Fe 몰 비는 0.08로 상 으로 

낮은 값을 보 다(Fig. 5b) (Butterfield and Massoth, 1994; Feely et al., 1994). 의 연구결과

에 기 하여, 본 연구의 정  TA 25 #3에서 측정된 열수기원 입자 내 S/Fe 몰 비는 성숙된 

열수유체의 단계(0.04 � 0.82)에서 형성된 것을 반 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 입자 내 Cu/Fe, 

Zn/Fe 몰 비에 기 하여 정  TA 25 #3 주변의 열수환경은 고온성 열수분출환경을 지시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정  TA 26 #1에서 측된 S/Fe와 Cu/Fe 몰 비는 동태평양에서 측

된 값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값을 보 으며, 정  TA 25 #3에서 측정된 값보다도 낮았다. 

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  TA 26 #1 주변의 열수환경은 온성 열수환경으로 단되며, 침강

입자 내 원소 럭스와 원소 비도 의 환경을 잘 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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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Figure 1. Location of the sediment trap mooring stations (STA. TA 26 #1 and 

STA. TA 25 #3). Yellow, orange, and blue colored circles indicate vent field and 

diffused vent fields. Red stars indicate the location of two mooring stations.



Figure 2. Particle flux data recorded at the two mooring stations.



Figure 3. Comparison of particle fluxes of this study with the report 

values in previous studies (Honjo et al., 2000; Nodder and Norcote, 2001; 

Kawahata, 2002).



Figure 4. Average element/Fe molar ratios of the hydrothermal origin particles at the study sites, 

carried out in the East Pacific Rise and Juan de Fuca Ridge. Data for Cleft and Endeavour 

Segments on the Juan de Fuca Ridge and Totem vent on the East Pacific Rise from Feely et al., 

(1994) and German et al., (2002).



Ultra-high resolution climate change in the Adélie 

Basin (East Antarctica: IODP Exp 318 Hole 1357)

1Kim, J.H., 2Dunbar, R.B., 1Khim, B.K.
1Department of Ocean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2Environmental Earth System Science, Stanford University

Compared to the last glacial period, Holocene climate has been considered to be rather 

stable. However, recent studies show the rapid climate changes during Holocene such as 

early Holocene Climatic Optimum (11,500–9000 yrBP) and a 8.2 ka cold event. Core 

U1357A (about 186-m long) was drilled in the Adelie Basin near the Wilkes Land (East 

Antarctica) during IODP Expedition 318. Core U1357A is divided into 3 lithologic units; 

unit 1 (0∼170.25 mbsf) consists of laminated diatom ooze, unit 2 (170.25∼185.60 mbsf) is 

composed of clay-bearing diatom ooze with distinct laminations, and unit 3 (185.60∼185.71 

mbsf) consists of gravelly mudstone. Based on 26 AMS dating records of bulk sediment, 

the sedimentation rate of core U1357A is as high as about 2 cm/yr during Holocene. 

Biogenic opal contents of U1357A were measured at about 10-cm intervals (ca 5 years 

resolution) using the wet-alkaline sequential extraction method. The raw data were 

processed to calculate the 5-points mean in order to minimize the noise. Opal mass 

accumulation rate (MAR) was also calculated. Biogenic opal content and MAR clearly show 

a long-term trend of Holocene climatic change in East Antarctica. From 11,500 yrBP to 

9000 yrBP, opal content and MAR increased from about 40% to 80% and 0.2 g/cm
2

/yr to 

0.4 g/cm
2

/yr,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the warm climate. From 9000 yrBP to 8000 

yrBP, opal content and MAR decreased down to 50% and 0.2 g/cm2/yr, respectively. This 

low value interval is interpreted as cold period corresponding to 8.2 ka cold event. After 

8000 yrBP, opal content increased again up to 90% with some fluctuations. However, opal 

MAR value shows an increase to about 0.4 g/cm2/yr and a decrease to 0.1 g/cm2/yr until 

present. Such discrepancy of variation between opal content and MAR might be due to the 

effect of moisture contents. Core U1357A in the East Antarctic clearly records the global 

Holocene climat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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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resolution (Chirp and Sparker) seismic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e late Quaternary deposit in the south of Yellow Sea. Survey lines are 

approximately 1,385 line-km in the study area which made it possible to identify sequence 

stratigraphy and acoustic characteristics. 

 In the south of Yellow Sea, stratigraphic sequences are divided into five sedimentary units 

(unit SY-I∼V) considering continuity, unconformity, and erosional part of stratification on 

high resolution seismic profile; 1) regressive deposits (unit SY-I; falling stage systems 

tract), 2) transgressive incised channel fill (unit SY-II; early transgressive systems tract), 

3) transgressive sand sheet (unit SY-III; middle transgressive systems tract), 4) 

transgressive sand ridge (unit SY-IV; late transgressive systems tract), and 5) recent mud 

(unit SY-V; highstand systems tract).

 The detailed echo types are classified into three major types which consist of nine 

subdivision following the schemes of Chough et al., (2002); 1) flat seafloor (echo types 1-1, 

1-2, and 1-3; transgressive sediment sheets or relict sands), 2) mounded seafloor with 

either smooth surface or superposed bedforms (echo types 2-1, 2-2, 2-3; tidal ridges), 3) 

large-scale mounds with inclined internal reflectors (echo types 2-4; giant mud bank), and 

4) various-scale eroded seafloor (echo types 3-1 and 3-2; channels). Flat echo types mostly 

dominate fine sediments. Mounded echoes indicate tidal ridges. Eroded echo types are 

various in scale and irregular in shape. It is believed that may be influenced by strong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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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네시아 코스 의 장기간 해안선 변화

Long-term Coastline change in Kosra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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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지구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해안침식  연안범

람의 에 노출되어 있다. 마이크로네시아 코스 도 체 해안의 약 80%에서 해안침식이 발

생된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항공사진과 인공 성 상을 이용하여 코스 의 장기

간 해안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항공사진은 1944년, 1976년의 항공사진과 

2001년, 2003년, 2006년의 Quick Bird 인공 성 상이 사용되었다. 연구지역으로는 코스  주정

부에서 해안침식이 심한 지역으로 제시한 Malem 지역(동남측)과 Tafunsak 지역(북측)을, 상

으로 자연상태의 해안선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맹그로  해안인 Yela 지역(북서측)을 선정

하 다. 항공사진의 낮은 품질과 조 를 확인 할 수 없다는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생

의 경계선을 해안선으로 사용하 다. 분석 결과, Malem 지역 해안선은 1944년에서 1976년 사

이에 약 50m 그리고 2006년까지는 약 20m 후퇴하 다. 그러나 Tafunsak 지역은 특별한 해안

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맹그로  해안지역인 Yela 지역은 1944년 이후 해안선이 바다쪽으

로 약 10m 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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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estrial n-alkane signatures and alkenone SSTs in 

southwestern part of the East Sea (Japan Sea) since the 

last glacial period: paleoclimatological implication

              

서연지, 상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This study provides reconstruction of paleoclimate and paleoproductivity in 

southwestern part of the East Sea. The occurrence of long chain n-alkanes(C25-C35)and 

unsaturated ketones, TOC, and CaCO3 were analyzed to measure terrestrial organic matter 

inputs and the past sea surface temperatures in this area. Since this site is shallow in 

depth (187m) and is expected to be influenced by terrestrial organic matter inputs due to 

its proximity to the continent, we also examined applicability of alkenone SSTs in this 

region. The concentration of total C37 (alkenone) and total long chain n-alkanes were 

fluctuating accordingly, however during LGM, carbon preference index (CPI27-31) recorded 

the highest value (10.1) suggesting freshening of terrestrial n-alkanes during this period. 

This increased CPI value at 18 ka B.P. was accompanied by decreased alkenone SSTs, 

which rose again from 92-106 ka B.P with diminished CPI values at the same period. A 

predominance of odd carbon-numbered compounds is indicated by the CPI27-31 varying 

between 4.9 and 10.1, with a mean value of 7.0. CPI27-31 shows higher values from 

17-55ka and 73-83 ka B.P., and lower values during Holocene, 60-70 ka, and 92-121 ka 

B.P. The results revealed changes in terrestrial organic matter inputs in East Sea in 

relation to paleoclimate;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paleoeclimatological changes in East Sea associated with terrestrial organic matter inputs 

since last glac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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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late Quaternary deposits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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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and core sediment sampling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zation of late Quaternary deposits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Approximately 

11,800 line-km data of chirp profiles and 1,400 line-km data of sparker profiles were acquired. 

Along with seismic profiling, 9 piston core samples were collected.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show transgressive stage to highstand stage mud deposits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The maximum mud thickness is about 50 m in the south of study area. Mud deposit is 

divided into two sedimentary units by high amplitude and unconformity; (1) estuarine/deltaic 

mud, (2) redeposited mud by a sea-level rise and strong tidal current. 

 Also, large scale sand ridges are distribution along the southwestern inner-shelf of Korean 

Peninsula. The ridges show seaward prograding, subparallel, and some hummocky internal 

reflectors. These prograding internal reflectors of the sand ridges normally dip toward the south, 

but in some places, the dip direction is toward the southeast.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and ridges and mud deposits are developed along the direction of the tidal currents, with 

narrow widths of continental shelf. Consequently, the Quaternary deposits in the southeastern 

Yellow sea are interpreted as depositional mud and ridges which are composed reworked 

deposits by strong tidal currents during transgressive to highstand stage.   

  

Key words :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 late Quaternary, sand 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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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imentary stratigraphic model 

in Gamak Bay, the South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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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positional environment of the late Holocene sediments were studied using the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in Gamak Bay, the South Sea of Korea. The Gamak Bay is 

surrounded by the Yeosu Peninsula, Dolsan Island and several small islands. The bay is 

connected to the Namhae and Yeoja Bay through numerous tidal inlets in the south. Also 

there is a narrow passage to the Yeosu Bay in the northeast. The seismic sedimentary 

sequence overlying acoustic basement is presented by two distinct sedimentary units 

separated by a prominent mid-reflector which is interpreted maximum floodung surface 

(MFS). The GB I mostly occupying the channel-fill facies can be interpreted as tidal 

environment deposits formed during transgression. MFS is defined by continuous reflector 

and occurs at the depth between 15 m and 28 m below the sea-level. The GB II above 

MFS can be divided into two sub-units (GB II-a and GB II-b). GB II-a is characterized 

by parallel reflectors. GB II-b shows downlapping internal reflectors to the top surface of 

GB II-a. GB II probably deposited during the last 6,000 yrs when the sea level approached 

its present level which is interpreted as the Highstand System Tract (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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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만년 간 동해 북동부 지역의 수온과 염분변화

배시웅1, 이경은1, 박용기1, Ken Ikehara2, Naomi Harada3, Katsunori Kimot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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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동해의 표층수온과 염분을 복원하기 하여, 동해 북동부 지역 소야 해  근처에서 채

취된 MR0604-PC03B 코어 시료의 알 논 불포화도와 부유성 유공충인 Neogloboquadrina 

pachyderma의 산소동 원소구성비를 분석하 다. 재 연구지 의 표층수온과 코어 최상부 층

의 알 논 온도를 비교한 결과 알 논 온도가 연평균 온도가 아닌 8월의 표층 (<30 m) 온도

를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18 kyr 동안 동해 북동부 지역은 재보다 염분이 

12‰ 낮았고, 표층수온은 5-7 ℃ 높았다. 그 후  염분은 높아지고 온도는 낮아지다가 (~7 

℃) 약 13 kyr에 복원된 염분과 표층수온이 재와 유사하 다. 그리고 13-10 kyr 동안에는 

재보다 염분이 6‰, 온도가 5 ℃ 높게 복원되었고, 10 kyr 이후로 둘 다 격히 내려갔다. 8-1 

kyr 동안에는 염분과 온도가 각각 재보다 1-3‰, 2 ℃ 높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빙하기동안 동해 염분은 재보다 낮았고 온도는 높았으며, 이런 높은 온도는 양에서

의 결과와 상반된다. 한편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오면서 표층수온은 재보다 낮았다. Younger 

Dryas 기간 동안 동해 표층 수온과 염분은 재보다 높았고, 이런 온도 분포는 한 양에서

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홀로세 동안 표층 수온과 염분은 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

에서는 이러한 수온과 염분 변화의 원인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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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근 해역에서 현생 부유성 유공충의 출현과 계절변화 및 

해양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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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근해에 한 해양환경변화를 연구하기 해 세 곳의 고정정 에서 16개월간 생 부유

성 유공충을 채집하여 종 동정을 실시하 다. 조사결과 체 출  종수는 7속 16종으로 악

되었다. 종 출 이 시기별 차이는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으며 9~11월경 가장 많이 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 출 종에 한 개별종의 유율을 계산하여 우 종을 검토한 결과 

체 우 종은 7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우 종들 간에는 뚜렷한 계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추계  이른 동계에 우 종으로 출 했던 종들은 동계나 춘계에는 출 빈도가 낮아지거

나 우 종으로 출 하지 않고 다른 종이 우 종으로 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근

해역에서 조사한 출 양상과 다소간의 시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출 종에

서도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단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생 부유성 유공충의 출  

개체수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채집시 측된 물리학  요소인 염분과 출 종과는 뚜렷

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 물리  자료인 수온의 향을 고려한다면 일부 우 종이 춘계로 

어들면서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출 하지 않는 것으로 단되어 최소한 계 변화를 반 하

고 있으며 천이 상을 보이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 이들 출 종들은 제주 인근해역의 해

양학  환경조건과 하게 계되어 출 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

기 해 앞으로 시료채집 방법의 일 성 유지와 정량  시료채집 등, 특히 Tsushima Warm 

Current(TWC) 유입과 아열 종의 출  양상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지속 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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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퇴 물 학촬  자동화 시스템

 정도 , 임동일, 정승원, 신 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본 코어 학촬  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수동 촬  방식의 단 을 개선한 

것으로서, 조명, 색온도(Color temperature), 높이, 각도 등의 여러 촬  조건을 일 으로 제

어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이 시스템은 알루미늄 임, 코어 트 이, 백색 발 다이

오드(White LED Light), 디지털 카메라  체결부, 카메라 고정 일, 컴퓨터, 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루미늄 임은 상‧하 높이를 설정 가능하게 하여 카메라 피사체의 왜곡을 

억제 할 수 있고, ‧후 이동이 자유로운 코어 트 이는 자체에 설치된 자가 부착되어 있어 

사진촬  역을 쉽게 설정 할 수 있다. 상‧하 높이 조 이 가능한 백색 발 다이오드는 동일

한 량과 색상 구 한다. 이를 통해 날씨에 따른 태양(조명)의 량  화이트밸런스 차이로 

인한 코어 퇴 물의 색상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즈 왜곡 보정 지표로 보정된 긴 코어의 

분할 사진은 합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한 장에서 실시

간으로 제작되는 분할 사진을 촬 시스템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쉬운 촬   합성이 

용이하다. 본 시스템 개발을 통해 코어 퇴 물의 사진 촬  이미지의 규격화된 기 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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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log and LWD correlations from the sites of the 

Second Ulleung Basin Gas Hydrate Drilling Exp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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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We analyzed the core image and core X-ray images and core logs (gamma density, P-wave 

velocity, magnetic susceptibility and resistivity) performed by MSCL(Multi-Sensor Core Logger)-CIS 

and -XCT, LWD (logging-while-drilling), and grain size data of the second Ulleung Basin Gas 

Hydrate Expedition (UBGH2) in East Sea.  The core images were spliced as a complete composite 

core in total depth of meters below seafloor (mbsf) for five holes of the drilling sites.  The core 

splicing was applied by summing  up each sections of all cores and then all cores of each hole in 

depth sequence at the drilling sites UBGH 2-1_1(Hole D),  2-2_1(B), 2-2_2(B), 2-6(B) and 

2-10(C-D).  The composite core and X-ray images were correlated with the core logs and LWD 

measurements.  The core and LWD data show that gas hydrate occurrences are the highest between 

the depths of about 90-150 mbsf at these five sites.  Density logs of both core scans and LWD 

show an overall increasing trend with depth.  Density core-scan logs are between about 1.1-1.8 

g/cm3 and LWD logs are between 1.3-1.8 g/cm3, while gas hydrate bearing zones respond with a 

decrease in density and range between about 1.0-1.4 and 1.4-1.6 g/cm3 for core scan and LWD, 

respectively. Resistivity values of core-scan and LWD measurements indicate an abrupt increase 

within gas hydrate bearing layers, and core logs show high fluctuations and range from less than 1 

to over 10 ohm-m within gas hydrate saturations, while LWD logs are over 5 ohm-m within gas 

hydrate bearing sediments.  Magnetic susceptibility logs of core scans indicate no anomalies due to 

gas hydrate saturation.  LWD P-wave values range from about 1400 m/s to 2000 m/s with an 

increasing trend by depth, and P-wave velocities are the highest within the gas hydrate levels.  The 

mean grain size distribution within the gas hydrate levels are high at about 7ϕ which may conclude 

that gas hydrates mostly reserve within less content of sand and high contents of clay and silt in 

formations.  The results of core-scan logging method are higher fluctuating and more sensitive 

measurements of sediment physical properties than LWD although both of the methods result in 

identical trends with negligible disti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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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P 교육프로그램 (K-IODP, J-DESC) 참가 후기
              

김용미1*, 구본영2, 장이슬3, 김지훈4, 김길영1, 장세원5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2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3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석유자원공학과 

4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

 본 문 :

한국 IODP (Korea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K-IODP)는 해양지구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K-IODP Summer School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운영해 

왔다. 아울러 일본 고치코어센터와 협력한 국외 교육프로그램인 J-DESC (Japan Drilling Earth Science 

Consortium) Core School에 국내 참가자를 선발하여 국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2012년 시행

된 제3회 K-IODP Summer School은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 : 2013-2023”을 주제로 

2013년 10월부터 시작되는 New IODP 연구주제에 맞추어 4가지 테마에 대한 강의와 승선연구결과 소개 및 

코어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지난 두 번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2012 K-IODP Summer 

School에서는 IODP 탐사선 Chikyu호와의 Live webcast를 이용한 실시간 현장 강의와 피스톤코어 현장채취 

및 분석 실습이 실시되었다. 

2013년도 J-DESC Core School 파견 교육은 국내 관련분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중

의 IODP 시료 활용과 이전의 K-IODP Summer School 참가 여부를 고려하여 4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일본 

고치코어센터에서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으로는 우선 기본과정인 MSCL을 이용한 코어검층 방법, X-ray CT 

Scanner를 이용한 코어 정밀분석, 코어 육안관찰 및 기재방법, Smear Slide 제작 및 현미경관찰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고 고치코어센터에서 보관 중인 IODP 시추시료를 활용하였다. 기본 교육과정 후엔 보다 세부

적인 전공내용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IODP 시추선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물리검층 자료의 원리와 해

석에 대한 교육을 받는 Logging Course와 호수퇴적물의 조개 시료를 이용하여 동위원소를 측정하는 C&O 

Isotope Course를 각 분야별로 선택하여 실시되었다.

K-IODP 교육프로그램은 해양지구과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동기 부여는 물론 쉽게 접할 수 

없는 승선연구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IODP 시추선 승선 시에 승

선연구에 빨리 적응하고 효과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경험을 쌓게 해주며 또한 넓은 학문적 견문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국대학 관련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양지구과학에 많

은 관심을 갖고 향후 국제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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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동해 후포퇴, 왕돌   37° 

라인(KORDI 라인) 해역의 지구물리조사

이명훈¹, 김창환¹, 박찬홍¹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는 동해 부 해역의 후포퇴, 왕돌 , 37° 라인(KORDI)라인에 

하여 다 빔 음향 측심기를 이용한 지구물리조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동해 해양환경  

생태계 변동 감시 체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서식지 특성 악  동해 

해  지질환경 변동 연구에 목 을 두고 있다. 후포퇴는 경북 울진 후포 앞바다에 치하고 있

는 길이 약 85km, 폭 2.5 ~ 16.5km 의 수심 약 150m 범 를 형성하고 있는 해 융기부 지형

이다. 후포퇴 남부 지역은 약 80 ~ 240m 의 수심 분포를 가지며, 앙부로는 남북 방향의 소

규모 채 이 나타난다. 앙 수심 를 기 으로 동쪽으로는 약 80 ~　 100m 수심의 평탄한 후

포퇴 융기부 상단 지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후포분지와 이어지면서 수심이 차 깊

어져 최  수심은 약 250m에 이르고 이후 약 160m의 수심 를 보이며 완만한 경사을 이루면

서 얕아진다. 지형 조사와 연계하여 다 빔 음향측심기의 후방산란 강도 변화를 이용한 해 면 

상자료로 지형 특성에 따른 해 면 특성 한 분석하 는데, 후포퇴 남부의 경우 연구지역 

반 으로는 퇴 물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후포퇴 평탄부에서만 곳곳에 암반이 나타나고 있

다. 왕돌 는 경북 북부 후포항 동쪽 24.5km 해 에 치하고 있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동해 최 의 어장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정 지형을 통한 서식지 특성 악 연구에 요한 

지역이다. 연구는 왕돌  해양 측소를 심으로 한 주변 해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수심 범 는 

약 5m ~ 120m 이른다. 왕돌  해양 측소 바로 주변으로는 수심이 아주 얕으며 지형기복은 

복잡한 지형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은 해 면 상도에서 불규칙한 암반지 와 함께 퇴 층이 

혼재해 있어 생물 서식지로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해양

측소 서쪽면에서는 후포분지와 만나며 경사면을 이루면서 깊은 수심으로 이어지는데 경사면 

지역은 모래 퇴 층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심 약 100m 이하로는 이에 비해 굵은 퇴 물

이 나타난다. 이는 이 지역이 유속이 빠른 수로 역할로 인해 퇴 상이 다르게 나타는 것으로 

상된다. 37° 라인(KORDI)라인은 경북 울진 앞바다의 후포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해역인

데, 연구 지역의 해 지형도를 보면 수심 약 150m의 앙부에 후포퇴의 일부 지형이 나타나는

데, 이는 후포퇴 해 융기부의 평탄한 지형으로 동쪽으로는 가 른 경사면으로 경계 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륙사면에 해당하는 경사면이 나타나며 수심은 약 800m 이하로 매우 깊어

진다. 37° 라인(KORDI)라인의 서쪽 해역과 후포퇴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해  바닥에 원형의 

함몰 지형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형은 모래 구덩이와 같은 형태로 지름은 약 30 

~ 50m, 깊이는 약 4 ~ 6m의 다양한 크기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몇몇 해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해사 채취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이 지역에서 해사 채취는 없었던 것으로 확

인되어, muddy hole, seep 등과 같은 지형  특성상 기인된 자연발생 인 상으로 근이 필

요하다. 추후 퇴 물 채취나 고해상도 해 면 상 탐사를 통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

다. 왕돌  조사에서 왕돌  해양 측소에 인 한 얕은 수심에 해서는 조사 연구선 이어도호

(357톤)의 항해 수심에 제한이 있어 자료의 공백이 발생하 는데, 이는 2013년 소형 연구선인 

장목2호(35톤)를 이용하여 조사를 완료하 고, 재 분석 에 있어 추후에 본 연구 자료와 연

계하여 연구범 를 넓 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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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7° 라인(KORDI)라인

그림 2 후포퇴 남부  왕돌



서해 변산해빈의 양빈효과와 계  지형변동 연구

이정민, 최진용, 황 일, 오 민

군산 학교 해양학과

  북 부안의 표  해수욕장인 변산해빈은 최근 해수면상승  인

인 해안선 변화로 과거에 비해 침식이 뚜렷이 진행되고 있다. 이

로인해 상실된 해수욕장 기능을 회복시키기 해 여름철 성수기가 시

작되기 직 인 2012년 5월 바지선을 이용한 양빈사업을 시행하 다. 

시간에 따른 양빈효과와 겨울철까지의 지형변동 양상을 확인하기 하

여 2013년 3월까지 RTK-GPS(sokkia)를 이용하여 정 측량하 다. 그 

결과  여름철동안 양빈된 모래가 유지됨과 동시에 상부조간 의 반

인 퇴 이 확인되었다. 해안선에 평행하게 평균 만조선 부근에서 

인 침식과 퇴 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름철과 가을 서해

안에 향을 미친 태풍(7월 카 , 8월 덴빈-볼라벤, 9월 산바)에 의해 

만조선부근에서 침식된 모래가 육지쪽으로 이동되어 퇴 된 것으로 해

석된다. 이후 겨울철에 계 풍으로 발달된 랑에 의해 육지쪽 모래해

빈이 으로 침식되고, 상 으로 하부 조간 지역에 퇴 되는 

경향을 보 다. 결론 으로 육지쪽 상부해빈은 태풍  겨울철 계 풍

의 향으로 침식작용이 우세하게 확인되었으나, 하부조간 의 경우 

태풍시기를 제외하고 반 으로 퇴 되거나 양빈한 모래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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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내습에 따른 곰소만 갯벌의 

퇴 학  반응 

이명선, 장진호

목포 학교 해양수산자원학과

  2012년 8월 28일과 30일에 두 개의 태풍 15호 볼라벤(Bolaven)과 14호 덴빈(Tembin)이 연속

으로 내습하여 우리나라 역에 향을 주었는데, 심기압 960 hPa 의 볼라벤은 우리나라

의 서해안에, 995 hPa 의 덴빈은 남해안에 주로 향을 미쳤다. 덴빈이 완 히 소멸된 다음 날

인 8월 31일에 이 두 태풍으로 인한 곰소만 갯벌의 퇴 학  변화를 알아보기 해 만 입구에 

치한 길이 1.6 ㎞의 측선을 따라 수 측량을 실시하 고, 100 m 간격으로 설정된 정 들에 

해 퇴 률을 측정하고, 표층퇴 물을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곰소만 갯벌

에서는 태풍에 의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모래 퇴 체인 쉐니어(Chenier)

를 심으로 육지 쪽의 펄 갯벌과 바다 쪽의 부 모래갯벌이 부분 침식되었고. 쉐니어는 육

지 쪽으로 약 10 m 이상 이동하 다. 특히, 부 모래갯벌의 수로 구역에서는 많은 침식이 발

생하 으며, 조선 부근에서는 형연흔(Megaripples)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 다. 16개 정 에

서 퇴 물의 함량은 모래가 평균 6.3 % 증가한 반면, 실트, 토는 각각 2.4 %, 3.9 % 씩 감소

하 다. 평균입도와 분 은 각각 0.4 Ø, 0.1 Ø 씩 감소하여 미세하지만 퇴 물의 입도가 조립

해지면서 분 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쉐니어의 면 은 태풍  81,292 ㎡에서 태

풍 후 84,654 ㎡로 약 4% 가량 증가하 다. 이는 태풍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쉐니어가 

침수되어 육지 방향으로 크게 이동하 고, 쉐니어가 노출된 상태에서는 태풍의 강한 바람에 의

해 쉐니어 모래가 주변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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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양연구 기반 인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오재룡, 배세진, 임동일, 정승원, 신 호, 이 복, 정도 , 윤석민, 최충 , 

ZHUN LI, 여 미, 유신, 방설희, 정새로미, 신상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시료도서

 우리나라는 세계 10 권의 해양력을 가지고 선진해양부국으로의 도약을 해 다학제  해양

과학연구 육성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해양연구의 요한 기

반자원인 해양시료의 체계  보 / 리시스템이 부재하여 방 한 양의 해양시료와 자료들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여 다양하고 방 한 해

양시료를 통합 으로 리하고, 국가  공동 활용을 하기 하여 약 5000m
2 

면 의 해양시료

도서 (Library of Marine Samples)를 구축하 다. 해양시료도서 은 해양지질시료(표층퇴

물, 코어퇴 물, 물시료), 해양생물시료, 해양환경시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해양시료를 안정 으

로 보 , 리 할 수 있는 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함께 ITRAX, SEM, 형 미경 등 

최첨단 비 괴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장비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교육이수 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 다. 이러한 시설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양시료도서 은 해양시료

의 국가  공동 활용 연계망 구축, 연구시료의 효율  재활용, 최첨단 비 괴분석 지원과 해양

과학 연구사업의 창의  지원, 해양과학 실습교육을 통한 문가 양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으

로써 해양과학연구 활동의 국제  허  역할과 해양연구시료에 한 국가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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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풍력 기 의 해양지질 정보구축에 한 연구 

              

서 교1, 정자헌1, 임문수1, 조삼덕2, 김주형2

1지마텍 주식회사, 2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성장과 그린 신재생 에 지원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서 형 해상풍력발 기  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필요성이 높게 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특성상 해상풍력 발 의 지로서 

제주 주변해역은 풍향자원을 비롯하여 최 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제주의 해 지형 특성은 해상풍력 발 기 기  공법선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 해상풍력 기 에 필요한 해양지질 정보구축을 해 다 빔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정 해 지형정보, 해 면탐사기의 해 면의 정보 주 , 고주  지층탐사기로부터 

획득한 해 지층에 한 자료를 취득하 고 자료 처리  분석을 과정을 수행하 다. 뿐만 

아니라 시추  시료 분석을 통한 지질공학 인 요소들에 자료들도 이용되어졌다.

화산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불규칙한 해 지형과 좁은 구역에서 변화가 심한 지질학  특징

을 반 하기 해서는 조사측선의 간격이라든지 시추간격 등에 한 충분한 논의가 필수

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자료해석 측면에서도 효율 인 해상풍력 기 를 한 정보구축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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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축 환  북동부 해역의 

해 지형 특성
              

이수환, 이상훈, 정의영, 김진경, 서주희, 권문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마이크로네시아 축 환  북동부 해역의 해 지형을 정 하게 조사하기 하여 2012년 4월 5

일부터 5월 6일까지 천해용 고주 수 다 빔 음향측심기시스템(GeoSwath Plus 250 kHz)을 이

용하여 수심자료를 획득하 다. 조사측선은 주로 250 m 간격의 동-서 방향을 따라 총 890 line 

km 조사를 수행하 고, 자료의 정 성을 높이기 해 환 (atoll)와 이 (patch reef) 주변을 따

라서도 수심자료를 획득하 다.

 조사해역에서 환  주변부는 수심 약 30∼40 m까지 매우 격한 경사를 보이며 환 의 기

부(수심 약 40 m)에서 경사도가 완만해진다. 환  주변부 수심 50∼60 m 까지는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한 해 지형과 상 으로 강한 해 면 반사강도를 보인다. 수심 60 m보다 깊은 지역

은 반 으로 평탄한 해 지형을 보이는데 작은 섬과 수  해 산에 의해 부분 으로 불규칙

한 해 지형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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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축 환  북동부 해역의 

표층퇴 물 특성

김진경1,*, 이상훈1, 우경식2, 황태 2, 이수환1, 정의 1, 서주희1, 박흥식1, 권문상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강원 학교

축 환 의 북동부 해역에서 표층퇴 물을 채취하여, 입도와 구성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해 지

형자료와 비교하여 생 퇴 환경을 해석하 다. 표층퇴 물은 입도와 구성성분으로부터 총 4

개의 퇴 상으로 구분된다. 퇴 상Ⅰ (수심 54-61 m)은 주로 조립질의 Halimeda 조각으로 이

루어진 sandy gravel이다. 퇴 상Ⅱ는 뚜렷한 이 모드의 입도분포를 보이며, Halimeda와 

서성 유공충으로 이루어져 있는 gravelly sand-muddy sand이다. 퇴 상Ⅱ-a (수심 61-64 m)

는 조립질과 세립질 입자가 모두 Halimeda와 서성 유공충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퇴 상

Ⅱ-b (수심 66-74 m)는 조립질 입자가 서성 유공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퇴 상Ⅲ (수심 

77 m)은 주로 세립질의 Halimeda 조각으로 이루어진 muddy sand이다. 축 환  내 표층퇴

물은 주로 Halimeda와 서성 유공충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탄산염질 퇴 물의 함량은 매

우 으며, 퇴 물의 입도와 구성성분이 수심에 의해 뚜렷하게 조 되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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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해양자료 리를 한

해양지질  지구물리자료 DB 구축 

              

김성 , 백상호, 박수 , 박 민, 이진희, 정미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KIOST 해양과학데이터센터에서는 국토해양부 연구사업에서 생산한 해양지질  지구물리자

료의 통합DB 구축을 추진하 다. 각 연구사업 자료의 체계  수집, 검증, 처리, DB 입력을 

한 자료 리 차를 수립하여 매년 자료수집에 활용하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는 자료원형 그

로 Archive DB에 장하여 리하고 있다. 수집자료 검색  해양조사 우선순  결정에 활용

할 목 으로 GIS 정보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를 해 수집한 자료의 치정보를 GIS 데이터

로 가공하여 ArcGIS Server 기반의 GeoDB에 장하 다. GIS 인터페이스를 용한 자료검색

시스템에서는 사업별, 연도별 자료 황을 직 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지도화면을 구성하

으며, 자료별 특성을 반 한 다수의 가시화 기능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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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omagnetic Stratigraphy of the Quaternary Marine 

Sediment at the DH-1 Long-core Site in the Korean 

Continental Margin of the East Sea

Woo-Hun Ryang, Lee Byungju

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 long core of 23.6 m was acquired in the Korean continental margin of the western 

East Sea. The core site of the DH-1 is located near the Donghae City and the water 

depth is 357.8 m deep. In this area, the paleomagnetic stratigraphy were firstly 

reconstructed on the basis of 420 samples collected from the long-core sediments. Based 

on the inclination distribution of the depositional remanent magnetization, the DH-1 core 

could be divided into two upper and lower units at the boundary of 1750 cm below 

seafloor. The upper unit is characterized by a positive polarity, whereas the lower unit 

by a negative polarity. The boundary of the upper and lower units was interpreted as 

the Brunhes-Matuyama boundary (778 ka). The chemical components of tephra layer at 

2014 cm below seafloor belong to alkaline series, plotted between the tephra components 

of the Mount Baekdu and Ulleung Island.

Keywords: magnetostratigraphy, Brunhes-Matuyama boundary, tephra,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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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acoustic Model of the Hamilton method at the 

DH-1 Long-core Site in the Korean Continental 

Margin of the East Sea

Woo-Hun Ryang

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 long core of 23.6 m was acquired at the DH-1 site in the Korean continental 

margin of the western East Sea. The core site is located near the Donghae City and the 

water depth is 357.8 m deep. In this area, the geoacoustic model DH-1 of 7 geoacoustic 

units was reconstructed. The model was based on 125 P-wave velocities and 121 

attenuations measured in the long-core sediments, which also reflected high-resolution 

subbottom and air-gun seismic profiles. For actual modeling, the P-wave speed of the 

model was compensated to insitu depth below the seafloor using the Hamilton method. 

The geoacoustic model DH-1 will play a leading role of a kernel model especially for 

mid to high (1 kHz ∼ 1 MHz) frequency modeling with multiple layers of the Korean 

continental margin in the western East Sea.

  

  Keywords: geoacoustic model, Hamilton method,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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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태평양 북피지 분지 중앙확장해령의 지자기 특성

               

최순영1, 김창환1, 박찬홍1

1)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연구는 2012년 4월 말에서 5월 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 온 리호를 이용하여 

남서태평양 북피지분지 앙확장해령 주변에 한 해  열수 상 부존가능성 탐사의 일환으로 

탐사를 수행하 다. 탐사 지역인 북피지분지는 남서태평양에 형성되어 있는 후열도 분지  하

나로써 인도-호주 과 태평양  수렴경계에서의 rollback 상으로 인해 백악기 후기부터 재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령, 분지  기타 지질구조가 생겨났으며 북피지 분지는 약 12 Ma

부터 형성되어 주 에 산재한 라우분지, 마 스 분지, 우드락 분지 등 주변 분지보다 비교  

은 생성시기에 포함된다(Schellart et al., 2006). 북피지 분지는 앙확장해령을 비롯한 몇 개

의 해령과 북피지단층 (North Fiji Fracture Zone)에 의해 북서분지, 북동분지, 서부분지, 동부

분지 총 4개분지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앙확장해령은 남부분 (Sourthernmost)  N-S, 

N15°, N160° 축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4개의 segment, 그리고 2개의 삼 합 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Auzende et al., 1995) 본 연구는 N160° segment에 해당하는 KF-1 구역과 N-S segment

에 해당하는 KF-3 구역에 해 탐사를 수행하 다. 탐사 시 획득한 자료는 정 해 지형자료

와 해상표층지자기자료이며, 각각 Kongsberg Maritime사의 다 빔 음향측심기 EM120와 

Marine Magentics사의 해상자력계 SeaSPY를 이용하여 획득하 다. 측선간격은 3분 간격이며 

측선방향은 E-W방향으로 설정하 다. 지자기자료는 원시자료로부터 IGRF 보정을 거쳐 자기

이상을 산출하 다.

 KF-1 구역은 수심 2200 ～ 4000 m 범 를 보이며 N160° segment에서 지구(graben)와 가

른 사면이 뚜렷하게 발달된 편에 속한다. 체 인 경향은 두 개의 지구가 북서쪽으로 향하고 

두 지구 사이에 얇은 지루(horst)가 존재한다. 큰 지구의 폭은 구역 남부에서 약 10 km정도이

며 16°25′기 으로 축방향이 북동쪽으로 변함과 동시에 북서쪽으로 갈수록 지구폭이 어들

면서 작은 지구와 합쳐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KF-1 구역의 자기이상은 약 –300 ∼ 150 nT의 

범 를 보인다. 구역 남부는 자기이상 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구역 북부는 상 으

로 고자기이상 가 치하고 있으며 작은 지구의 우측 사면을 따라 자기이상 가 분포한다. 

한편, 큰 지구의 지구폭이 격히 좁아지는 시 부터 서쪽으로 연장되어진 미세한 지형변화와 

구역 앙부터 E-W방향으로 고자기이상 와 자기이상 로 구분되는 경계가 일정부분 유사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축의 일부 끊김에 의하여 이러한 자기이상형태가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KF-3 구역은 체 으로 수심 2500 ～ 3300 m 정도의 범 를 가지고 있으며 KF-1 구역과는 

다르게 확장축의 지형이 높고 평평하며 축에서 멀어질수록 지형이 낮아지는 형 인 돔 지형

이 나타난다. 한편 구역 우측 앙과 우측남단에 소규모 해산이 존재한다. KF-3 구역의 자기이

상은 약 –160 ～ 80 nT의 범 를 보이고 체 인 경향으로 구역 남쪽부터 앙까지 확장축

선을 따라 고자기이상 가 형성되어 있으며, 구역 북쪽은 반 으로 자기이상 가 분포하며 

북서쪽은 45° 경향으로 자기이상 가 나타난다. 한 우측남단 해산에 해당되는 곳은 고자기

이상 가 있으며 확장축과 해산에 분포하는 고자기이상  사이로 45° 경향의 자기이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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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한다. 구역 북서쪽과 남동쪽에 분포하는 일렬의 자기이상 선구조는 Auzende et al(1990)의 

연구에서 확장축 상단에 존재하는 두 개의 횡단단층(transverse fault) 치를 표한한 구조도와 

비교하 을 시 그 치가 거의 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 따라 횡단단층 향에 의한 선

구조가 분포함을 상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 자기이상분포 뿐 아니라 역산으로부터 도출한 

자화분포를 함께 고찰하여 더욱 정 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리라 단된다.

그림 1. 북피지 분지의 지구역학적 설정(Lagabrielle et al.,1997) 및 연구지역

그림 1. KF-1 구역의 해저지형과 자기이상도 그림 2. KF-3 구역의 해저지형과 자기이상도



1. Schellart. W.P et al., A Late Cretaceous and Cenozoic recontruction of the Southwest Pacific region: 

Tectonics controlled by subduction and slab rollback process. Earth Sci. review, Vol.76, pp.191-233, 2006

2. Auzende. J.-M et al., The North Fiji Basin Geology, Structre, and Geodynamic Evolution., Barkarc Basin : 

Tectonic and Magmatism, eidt by Brian taylor, Plenum Press, New York, 1995.

3. Auzende. J.-M et al., Active Spreading and Hydrothermalism in North Fiji Basin(SW Pacific). Results of 

Japanese French Cruise Kaiyo 87. Marine Geophysical Res., Vol.12, pp.269-283, 1990.

4. Lagabrielle, Y. et al., Multiple active spreading cetres in the hot North Fiji Basin(Sourthwest Pacific) : a 

possible model for archaean seafloor dynamic?. Earth & Planetary Sci. Lett., Vol.149, pp.1-13, 1997.



한려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현장 부유물질과 동물플랑크톤의 시·공간분포특성

 

              

이병 1, 이창래1

1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번지

 한국 남해는 반폐쇄  천해 환경인 황해와 심해  성격의 동해를 잇는 수심 100m 내외의 형 인 

륙붕환경으로서 동해로 연결되는 해류와 수괴가 상존하여 해양학  상의 변화가 시․공간 으로 

크고 복잡한 해역이다. 본 연구는 2013년 4월과 5월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백도와 한려해상국립

공원의 갈도와 세존도에서 국립공원 연구 1호(147ton, 36m)로 CTD의 도측정기(Beam  

Transmissometer)와 장입도분석기(LISST-100X)를 이용하여 연속 측하고, 동시에 동물 랑크톤

을 채집하여 종 동정  분류를 수행함으로서 비교  자연 인 해양환경에서 장 부유물질과 동물

랑크톤의 시·공간분포 특성을 연구하 다. 

 각각의 조사지 에서 조석주기 동안 2시간 간격으로 수직 로 일링 측을 수행하여 장부유입자

의 분포와 거동 특성을 조사하고, 동시에 표층과 층 해수를 채수하여 장부유입자의 농도와 입도

의 상 계를 구했다.  수층별 부유물질농도(mg/L)와 LISST-100의 크기별 농도 계식과 평균

입도, 유효평균 도로 장 부유입자의 침강속도를 구해서 비교한 결과, 장부유물질의 퇴 속도(침

강속도)와 표층퇴 물의 퇴 환경(퇴 상)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유퇴 물의 농도와 동물

랑크톤의 분포는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동물 랑크톤의 생체량(biomass)는 0.2∼0.5mm 크기의 동물

랑크톤이 가장 높고, 주요 우 종은 요각류인 Paracalanus parvus  s.l. 다. 

 따라서 장기간의 측과 분석(보정용)을 통해서 부유물질의 수리역학  퇴 학  변화를 악하고 

생퇴 환경의 정량·정성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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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연안 해저에 나타난 해저단구 특성연구

김창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서론

  동해 울릉분지의 북동쪽에 치하고 있는 독도는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216.8 km 정도 떨어

져 있으며 인근의 울릉도에서 약 87.4 km 떨어져 있다. 해수면 상에 노출된 독도의 암석 샘 에서 

유추된 독도의 생성 시기는 신생  제 3 기 라이오세 기부터 후기로 즉 약 460만년 부터 약 

250만년  사이로 밝 져 있다(Shon and Park, 1994). 독도는 울릉분지의 수심 약 2,000 m인 해

면으로부터 솟아있으며 수면  독도 육지는 작지만 해수면 아래의 수심 약 200 m까지의 평평

한 상부 지는 여의도의 약 10배의 면 을 가지고 있다. 2006년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연구’가 국

가계획에 의해 수행되면서 그 연구의 일환으로 독도 해 에 한 체계 인 해 지형, 해 면 상 

등 지구물리 탐사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 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독도의지

속가능한이용연구”사업에서 지속 으로 수행된 독도 화산체 정상부 해 에 한 지구물리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독도 화산체 정상부의 정 해 지형을 분석하고 정 해 지형에 나타난 해 단구의 

특성을 연구하 다. 

2. 본론

  동도와 서도를 심으로 인  해 는 약 10 m 이내로 매우 얕은 수심을 보이며 수  돌출암 등

이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다(그림 1). 독도 화산체 정상부해역의 체 인 수심은 동도와 서도의 

육지부부터 수면 아래 약 30 m 까지는 불규칙하며 한 경사면을 가지고, 그 후 수심 약 30 m부

터 수심 약 80 m 까지는 경사가 차 낮아지다가 수심 약 80 m 이하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면서 

외해역으로 깊어진다(그림 1). 독도 육지부와 그 북동쪽  북서쪽으로 연장되는 암반들은 독도를 

생성시킨 화구륜의 잔해로 단되며 동도와 서도는 화구륜의 남쪽 한부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한 정상부 해역의 해 지형에서는 소규모의 움푹 패인 지형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독

도 생성 후 나 에 생성된 소규모 분화구의 흔 들로 추정된다. 독도 정상부 해역은 주로 암반이 

많이 분포하지만 곳곳에서는 모래 퇴 층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계단형의 경사면

들이 잘 나타나는데 이는 해안에서 나타나는 단구와 같이 해 에 분포하고 있는 해 단구들로 추

정된다. 독도 해 지형의 경사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사면인 해 단구의 경계들을 잘 나타

나고 있다(그림 2). 경사도에서는 격한 경사면이 더 잘 구분되어 나타나 해 지형에서 보기 어려

웠던 수심 약 100 m 이상에서 해역에서의 격한 경사면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해 단구들은 지

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남쪽해역보다 북쪽해역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다. 해 단구들은 주로 30 

～ 125 m 수심 에서 나타나는데 약 30 ～ 50 m, 약 60 ～ 80 m, 약 85 ～ 95 m, 약 100 ～ 105 

m, 그리고 약 110 ～ 125 m 수심에서 주요 해 단구들이 치하고 있다. 이 해 단구들은 평평한 

지형, 은 퇴 물, 단단한 산호의 부재로 유추해 보면 다른 기원의 해 단구보다는 식 해 단구

(wave-cut submarine terrace)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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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이 독도의 해 단구와 제 4 기 해수면 변화의 향으로 단되는 세계에 분포하는 몇몇 해

단구들의 치 수심 를 비교하면 유사한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단되며 이는 독도 해 단구의 

생성이 제 4 기 해수면 변화의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그림 3). 그리고 독도 연안은 재 개

발  이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한 정  해 지형, 해 면 상 등 

해 환경조사자료는 개발  보 에 요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림 1 독도 화산체 정상부의 정 해 지형.

그림 2 독도 화산체 정상부 정 해 지형의 경사도 분석. 하얀색 화살표는 해 단구의 안쪽 경계를 나타낸다.



   

그림 3 독도 화산체를 포함한 세계 다양한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해 단구들의 수심  비교(modified from 

Emery (1961)). 쪽으로  가늘어지는 삼각형은 바깥쪽 경계는 명하확지만 안쪽 경계는 불명확한 해

단구의 수심 를 표시한다.

 

1. Sohn, Y.K. and Park, K.H. (1994) Geology and evolution of Tok Island, Korea. Jour. Geol. Soc. Korea, v. 30, p. 

242-261.

2. Emery, K.O., 1961. Submerged Marine Terraces and their Sediments. In: Russell, R.J. and Rouge, B. (eds.), 

Symposium of Pacific Island Terraces: Eustatic?  (Berlin, Germany), pp. 17-29.     



멀티빔 에코 사운더(Multibeam Echo Sounder)를 이용한 울진 

죽변항 해저지형 탐사방법 연구

김창환, 김원혁,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멀티빔 에코사운더(Multibeam Echo Sounder)는 음 가 진행하는 도  매질의 성질이 바 면 일부

는 경계면에서 되돌아오고 나머지는 굴 된 후 계속 진행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배가 이동하

면서 다 음향신호를 발사하고, 이를 다시 수신함으로써 해 지형을 측·기록 하는 장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멀티빔 에코사운더는 KONGSBERG사(노르웨이)의 EM3001로 센서의 좌우로 65°

씩 총 130°의 범 를 커버하는 장비이다. 본 연구는 수심이 얕고 정박되어 있는 선박으로 인하여 

근이 어려운 항내의 해  지형을 탐사하기 하여 별도의 임을 제작하 으며 멀티빔 에코사

운더의 센서를 선박의 외곽으로 20° 기울여 좌측 85°, 우측 45°의 측정 범 를 갖도록 장착하여(그

림 1)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지역의 해 지형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의 연구선 장목 2호를 이용하여 조사  연구선의 움직임을 보정하는 모션센서(Octans)

와 선박의 치측정을 한 DGPS를 멀티빔 에코사운더와 같은 임에 수직으로 설치하 으며 

음속 값의 측정을 하여 SV센서도 함께 장착 하 다. 센서를 20° 기울여서 장착하게 되면 이론상

으론 그림 2(좌)와 같이 수심의 11배까지 측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림 2(우)과 같이 수심

의 약 3배까지만 데이터가 나왔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센서에서 발생된 빔이 

낮은 입사각으로 인해 해 면에 부딪힌 후 센서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고 굴 되어 사라져 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본 탐사는 본래 계획된 직선의 측선을 따라가면서 조사 수행

을 계획 하 으나 배들이 많이 이동하는 항내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계획된 측선에 따라 탐사를 

실행하지 못하고 항구의 가장자리를 먼  탐사한 뒤 나머지는 멀티빔 에코사운더 로그램의 이미

지를 보고 빠진 부분을 채워가는 형태로 탐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를 

기  자료처리 실시 후 이미지화 하 다(그림 3). 본 탐사는 처음부터 센서를 기울여서 탐사를 시

작하 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빔의 Coverage가 몰려 있어서 선박의 이동방향에 따라 획득하는 

자료의 범 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따라서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 이 발생하 는

데 이와 같은 문제를 이기 하여 선박의 근이 용이한 곳에서는 센서가 직하방을 향하게 하여 

탐사한 후 근이 어려운 곳에서만 센서를 기울여서 탐사 하는 것이 탐사 시간을 일 수 있는 방

법이 될 것이다. 본 탐사로 획득한 죽변항의 해 지형을 분석하면 배들이 주로 정박하는 죽변항의 

항내 안벽 주변으로는 퇴 물들이 계속 쌓여 평평한 해 지형을 이룬다. 이 안벽 주변으로는 배들

이 계속 정박하고 있어서 죽변항 설시 설선이 근하여 설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단된다. 

항내 안쪽의 지역은 설에 의한 향을 받은 곳곳이 움푹 들어간 해 지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

다. 항 출입구로 가면서 설로 인하여 깊어져 최  약 12 m 정도의 수심 를 보인다. 향후 해

면 상조사를 실시하여 해 지형과 같이 분석한다면 죽변항의 해 환경에 한 좋은 정보를 제공

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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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쪽 방향의 Coverage를 넓히기 하여 센서를 기울여서 장착하 다. 

그림 2. 이론상 기 되는 Coverage(좌)와 실제로 얻어진 Coverage(우)

그림 3. 본 탐사로 획득한 죽변항의 해 지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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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We observed ΔO2/Ar in the surface waters of the Amundsen Sea during austral 

summers in 2011 and 2012 to investigate the variability of net community 

production (NCP), a measure of the net carbon removed from the atmosphere 

via biological productivity. In early January of 2011, corresponding to the peak 

of a typical phytoplankton bloom period, the Amundsen Sea Polynya (ASP) 

showed ΔO2/Ar as high as 30%, with strong correlation with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chlorophyll-a. In contrast, ΔO2/Ar dropped down to 

-10% in the sea-ice zone (SIZ), implying either net O2 consumption in the 

hostile area or entrainment of deep, low O2 waters. In late February of 2012, 

close to the terminal stage of the bloom, we observed a similar ΔO2/Ar contrast 

between ASP and SIZ. However, ΔO2/Ar in ASP was no higher than 10%, 

consistent with overall reduction of chlorophyll-a, solar radiation, and SST 

compared with those in 2011. The averages of net community production in 

January 2011 and February 2012 were 119±79 and 23 ± 14 mmol O2 m-2 yr-1, 

respectively. A simple ecosystem model, that can simulate dynamics of nutrients, 

phytoplankton, zooplankton and oxygen, is being developed.  Preliminary results 

indicate that SST is correlated with surface arriving solar irradiance and 

structure of mixed layer, and that increased temperature and shoaled mixed 

layer depth are major drivers of phytoplankton bloom and subsequent nutrient 

dra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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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아문젠해에서 234Th/238U비평형법을 사용한 유

에서 심층으로의 유기탄소  생물기원규소 럭스 추정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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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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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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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 학교 해양학과

남극 아문젠해의 탄소순환을 이해하기 해서 표층에서 심층으로의 유기탄소  생물기원 규

소의 침강 럭스를 
234

Th/
238

U비평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하 다. 2012년 2월과 3월에 걸

쳐 남극 아문젠해의 총 14개 정 에서 깊이별로 해수시료를 채취하 고, 총 
234

Th  용존 
234Th과 입자상 유기탄소  생물기원규소를 분석하 다. 수심에 따라 234Th의 활동도는 238U에 

비하여 결핍과 과잉을 나타내었고, 유 에서의 
234

Th 결핍은 엽록소  형 도와 거울상을 

나타내고, 질산염과 함께 제거되어 생물 활동의 향 그리고 심층에서 일어나는 
234

Th 결핍은  

Fe/Mn 산화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유  아래에서 나타나는 234Th 과잉은 

재 물화 작용과 련되었다. 정상상태 모델로 추정한 
234

Th 침강 럭스는 평균 0.87 (±0.25) 

x10
3

dpm/m
2

/day 다. 입자상 유기탄소와 입자상 
234

Th의 비율(7.08 ± 4.27μM/dpm)과 생물기원

규소와 입자상 234Th의 비율(0.80 ± 0.36μM/dpm)을 이용하여 추정한 유기탄소와 생물기원규소

의 침강 럭스는 각각 평균 5.85 (±2.42) mmol/m
2

/day과 0.69 mmol/m
2

/day 으로 나타났는데 

이 값은 2-3월의 웨델해와 유사한 수 이었다. 유기탄소 럭스와 일차생산력을 비교하여 생물 

펌 의 효율을 알아보기 한 비율(ThE)은 3∼50%(평균 27.8%)으로 나타났으며, 로스해의 

1-2월 ThE 비율인 ∼30-50%보다는 낮은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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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여름 북극 척치해 무기탄소 인자들의 

시·공간분포 변화

덕, 이태식, 신형철, 정경호, 강성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북극 척치해는 여름철 높은 생산력과 낮은 수온의 향으로 기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제거원으로 알려져 있다. 빠른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면 의 감소는 수층구조를 

변화시키고, 식물 랑크톤의 생장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일차생산력을 증가시킬 것이라 

상된다. 일차생산에 의한 총용존무기탄소(DIC)의 소모로 기체 이산화탄소의 흡수량 한 

증가할 것이라 측된다. 해빙 면  변화에 의한 물리-생지화학 인 상호작용의 이해를 해 

2010 - 2012년에 걸쳐 척치해를 심으로 수심이 깊은 캐나다 분지 서쪽경계 지역과 멘델  

해령(Mendeleev ridge) 사이에서 해양특성(수온, 염분, 양염류, 학 성질 등)의 측과 함께 

무기탄소계 인자인 총알칼리도(TA)와 DIC를 측정하 다. TA는 ∼1830 - ∼2360 μmol·kg
-1

, 

DIC는 ∼1700 - ∼2300 μmol·kg
-1 

범 의 값을 보 다. 해양물리특성의 수직분포 특성과 

유사하게 표층에서 약 200m까지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일정한 

값을 유지하 다. 조사해역은 수온과 염분 분포에 의해 4가지의 수괴로 구분할 수 있는데, 

DIC:TA의 비율이 표층수에서는 1:1인데 반해 태평양 기원의 수괴에서는 증가하다 서양 

기원의 수괴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호흡이나 일차생산에 의해 생성된 

유기물의 재 물화(remineralization) 과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해빙 면 이 넓은 곳과 좁은 

곳에서 표층에서 약 50m까지 DIC가 20 - 65 μmol·kg
-1

, TA가 25 - 80 μmol·kg
-1

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여름철 해빙 면  변화에 따라 무기탄소계 인자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고 상되는 조 기작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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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increasing anthropogenic atmospheric 

nitrogen deposition to mid-latitude North Pacific 

subsurface waters

              
1Il-Nam Kim, 1Kitack Lee, and 1Tae-Wook Kim

1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POSTECH, Pohang 

790-784, Korea.

The impact of anthropogenic nitrogen deposition (AND) on the marine environment is of 

great interest to ocean and atmospheric research communities. The North Pacific is in 

particular vulnerable to such human impact. The AND's signals may be obvious in the 

North Pacific due to its proximity to the populated and industrialized east Asian 

continent. However, direct observations of AND  are  yet to made. To detect AND's 

signals in the water-column of the North Pacific Ocean, we used the relationship of 

ventilation ages derived from CFC12 tracer in conjunction with N
*

 (= [NO3
-

]observed - 

[PO4
3-

]observed x 16) for data collected from this region during the World Ocean Circulation 

Experiment (WOCE) program. We found that N*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at 

subsurface waters (300-500 m) between 20°N and 40°N of the North Pacific since the 

late 1970s. This zone is coincident with the band of westerly winds, blowing from the 

East Asia to the North Pacific. In addition, its temporal variation is consistent with that 

of total nitrogen emission rates summed from three countries (i.e. China, Korea, and 

Japan) in the East Asia. Our results imply that the mid-latitude North Pacific has 

changed since the late 1970s and this region can be shifted from N-limited to P-limited 

condition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impact o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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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탄소 동 원소 분석을 통한 울릉분지 내 침강입자 

유기물의 순환 

              

김민경, 황 식

포항공과 학교 환경공학부

      울릉분지 내의 입자유기물 순환을 이해하기 하여, 2010년 2월에서 2010년 10월까지 UBIM 

정 ( 37.02̊ N , 130.93˚E, 수심 2160m)의 수심 1000m에 계류한 퇴 물 트랩으로 침강입자 시료를 

획득하고 유기탄소 농도와 방사성탄소를 분석하 다.  침강입자 유기물의 ∆
14

C 값의 시간에 따른 변

화, ∆
14

C 값들로부터 유추한 입자유기물의 기원과 이 값들의 제어요인인 다른 해양학 인자들 간의 

상 계에 한 고찰이 발표에서 토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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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샤  건설에 따른 동 국해 북부해역의 

해양환경 장기 변동 특성

Long-term variation of marine environment associ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Three Gorges Dam in the northern of East China Sea

윤상철, 윤석 , 오 석, 황재동, 서 상, 윤이용*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합정보과, 동 학교*

2009년 양자강 하류에 건설된 샨샤 (Three Gorges Dam)이 동 국해 북부해역의 해양 환경

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기 하여, 동 국해 북부해역의 수온, 염분을 비롯한 양염과 엽록

소 a의 시․공간  분포 특성과 변화를 조사하 다. 이를 해 1996～2011년까지 16년간의 해

양 환경 조사 자료(수온, 염분, 양염, 엽록소 a)를 분석하 다. 샨샤 의 건설은 양자강 유출 

수량의 감소와 이로 인한 부유 물질의 감소등에 의해 연안 해역에 향을 주고 있었다. 양염

과 엽록소 a의 분포는 125° 30′을 기 으로 해역이 구분 되었는데, 서부해역에서 높고 동부해

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샨샤  건설과 엽록소 a 와의 계에서는 샨샤  건설 에 비해 완공 

후 엽록소 a의 농도가 증가하 다. 한 쿠로시오 해류의 향을 받는 해역에 비해 샨샤  유

출수가 부분을 차지하는 국 륙 연안수의 향을 받는 해역에서 엽록소 a 의 최  농도층

의 수심이 더 낮은 수층에서 형성되었다. 반면, 수온과 염분은 동 국해 동부해역보다 서부해

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수온의 경우 수층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보 고, 염분은 연안해

역에서 수층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계 에 따라서는 하계에 양

자강 유출수의 향을 받는 서부해역에서 높은 분포를 보여 양자강 하류의 연안 해역은 계

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한 양염도 샨샤  건설 과 건설 후를 비교 했을때 

N을 비롯한 P, Si 등 양염의 분포와 농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동

국해 북부해역의 해양 생태계가 변화 될 수 있음을 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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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와 동 국해 표층수  라듐 동 원소의 분포 특성

이호 , 김정 , 김규범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해와 동 국해 표층해수의 혼합·확산속도와 해  지하수 유출량을 연구하기 해 2012년 

8월과 9월 표층해수  라듐 동 원소의 농도 분포를 조사하 다. 망간 섬유를 넣은 칼럼에 표

층해수 100 L를 통과시켜 해수  라듐을 흡착시켰다. 223Ra과 224Ra 농도는 RaDeCC(Radium Delayed 

Coincidence Coun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각각 0.2 - 1.6과 2 - 12 dpm/100 L의 범 를 보

다. 
226

Ra과 
228

Ra 농도는 γ-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각각 10 - 23과 29 - 52 dpm/100 

L의 범 를 보 다. 양자강 하구로부터 거리에 따른 동 국해의 223Ra (T1/2=11.4 d) 농도분포는 

지수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름철 양자강 하구 부근으로부

터 유입된 
223

Ra이 양자강 유량의 증가와 남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으로 인해 제주도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으로 단된다(Lie et al., 2003). 거리에 따른 223Ra 붕괴량을 이용하여 계

산한 양자강 하구에서 제주도 부근까지 표층해류의 이동시간은 37 ± 5 days이며, 이를 유속으

로 환산하면 16.3 ± 2.0 cm/s로 이 속도는 표류부이, 입자궤 모델 등 물리  방법을 이용한 결

과값들과 비교  잘 일치하 다 (Lin et al., 2001; Moon et al., 2009). 226Ra과 228Ra을 이용한 

연구해역의 수괴분석과 해  지하수 유출량에 한 결과는 재 분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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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양시설 주변해역 퇴 물의 오염 황  리방안

김성길, 시연규, 이 주, 안정 , 선철인, 이용우 

해양환경 리공단 기후수질

우리나라의 주요 해양시설이 치한 주변해역에 한 퇴 물 오염 황을 살펴보았다. 해 퇴

물  미량 속 분석을 하여 표층퇴 물 시료를 동결건조한 후 라스틱 재질의 체(Φ<63 

㎛)로 채질하여 통과된 퇴 물을 사용하 다. 통과된 퇴 물 시료  0.5 g을 혼합산(HNO3 : HF : 

HClO4 = 2 : 2 : 1)을 이용하여 완 히 산분해시켰다. 분해된 시료에 HNO3 2 mL를 가하여 

남아있는 HF를 완 히 휘발시킨 다음 2% HNO3 20 mL를 가하여 가열  에서 완  분해된 

원소들을 용출시키고, 2% HNO3 용액으로 100 mL로 정용한 후 유도결합 라즈마 질량분석기

(ICP-MS, Perkin Elmer: NeXION 300D)로 측정하 다. 상해역의 해 퇴 물 평가는 해양환

경 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기 에 따랐다. 한 , 해양환 경 기 에  포 함 되 지  않 은  항 목 들 에  해

서 는  국 토 해양부 에서 고시된  정화 ․복원  범  등에  한  규정 에 의거하여  평가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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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 이트 생산시험에 따른 

기 환경조사

              천종화, 이성록, 류병재, 박장 , 김 , 김유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본부

  울릉분지에서는 가스하이드 이트 생산시험이 수심 2,000 m보다 깊은 심해환경에서 실시될 

정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생산시험에 따른 기 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가스하이

드 이트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심부시추에 의해서 가

스하이드 이트 부존과 산상에 한 자세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고결

된 퇴 층내에 포함된 가스하이드 이트의 생산시험이 계획되었다. 기 환경조사의 목 은 가

스하이드 이트 생산시험에 따른 환경 해요소들의 기  값을 획득하여 생산시험 이후에 사후

환경조사를 통한 환경 향을 분석하여 감 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산시험에 따른 주요 환

경 해요소는 인 인 메탄가스 출과 생산수와 시추이수의 확산이며, 해요소의 요도, 

범   향 등이 악되었다. 일차 으로 기 환경조사 범 는 기존의 해요소, 해양, 기 

등의 각 요소를 반 한 환경 향 시뮬 이션을 사용하여 설정할 것이다. 연구지역의 기 환경

조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KIGAM Seafloor Observation System(KISOS)를 사용하

여, 해 면 상, 용존메탄, 탁도, 해수 특성, 해류 등의 자료가 획득될 것이다. 이 자료는 환경

향 시뮬 이션의 보정에 사용될 것이며, 생산시험 이후에 사후환경조사를 통하여 검증될 계

획이다. 가스하이드 이트 생산시험의 환경 향 연구는 장기 으로 가스하이드 이트 생산에 

따른 환경 향 평가  감 책 마련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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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1년 독도 부근 해역의 추계 클로로필 

농도변화에 대하여

              

김영일, 홍기훈, 정창수, 양동범, 김석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 부근 해역의 추계 클로로필 농도변화를 고정부이에 설치된 형 센서에 의해 2009-2011년 

기간 동안 측하 다. 연도별로 추계 식물 랑크톤 증식(Bloom)의 시작 시기와 지속기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10월 순부터 표층수의 클로로필 농도가 증가하 는데 반 으로 

2mg/m
3
이하의 농도 다. 2009년 가을에는 혼합층의 깊이 증가가 비교  늦게 나타났고 클로로필 

농도 증가도 비교  늦은 10월 하순부터 나타났다. 2009년에는 추계 식물 랑크톤 블룸의 지속기

간이 2010, 2011년에 비해 길었고 11월말-12월 에는 2mg/m
3
이상의 클로로필 농도가 나타났다. 

가을철 바람의 강도와 클로로필 농도증가의 시작시기와는 직 인 상 계가 없었다. 추계 식

물 랑크톤 블룸의 시작 시기는 국지 으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에디형성 등 수리학  조건

에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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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극 척치해 유기탄소  양염류 분포 특성

민 오, 정경호, 하선용, 주형민, 신경훈
1

, 강성호
*

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 
1

한양 학교 해양융합과학과

  우리나라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이용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 기의 서북극 

척치해의 용존유기탄소(DOC)  무기 양염류(Nutrients) 분포를 악하 다. 조사 기간 동안 

표층에서의 DOC 농도 값은 도에서 고 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Sea 

Ice의 향을 받는 고 도 정  (82° 32 N, 171° 62 E – 82° 20 N, 172° 27 E)에서 가장 높은 

값을(200 ∼ 278 μM L
-1

) 나타내 다. 조사지역을 동, 서로 구분하 을 때 동쪽 해역 (75° 33 

N, 173° 76 E ∼ 78° 99 N, 174° 00 E)에서의 DOC 농도는 104 ∼ 145 μM L-1, 서쪽 해역(74° 

00 N, 163° 99 W ∼ 76° 99 N, 153° 98 W)에서는 50∼90 μM L
-1

로 나타나 동쪽이 서쪽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 다. 조사해역 별 양염 결과에서 고 도 해역의 농도는 인산염 

(PO4) 0.45 ∼ 0.48 μM L-1, 규산염 (SiO2) 16.75 ∼ 15.50 μM L-1, 질산염 (NO2 + NO3)  암

모니아 (NH4) 는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타났다. 동쪽 해역은 인산염 0.55 ∼ 0.68 μM L
-1

, 질산

염 0 ∼ 0.07 μM L
-1

, 암모니아 0 ∼ 0.14 μM L
-1

, 규산염 5.82 ∼ 18.4 μM L
-1

의 범 를 보

으며,  서쪽 해역은 인산염 0.52 ∼ 0.65 μM L-1, 질산염 0 ∼ 2.71 μM L-1, 암모니아 0 ∼ 

1.57 μM L
-1

, 규산염 5.45 ∼ 8.43 μM L
-1

의 결과를 보 다. 본 연구 결과 인산염과 질산염 그

리고 암모니아의 경우 해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지 않으나 규산염의 경우 

고 도 해역에서 상 으로 높은 값을 보 다. 이는 고 도 해역의 경우 Sea Ice의 향으로 

식물 랑크톤의 성장이 다른 해역에 비해 낮아서 규산염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단된다.  한 DOC의 농도가 연구해역 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본 조사지역에 유입되는 해

류의 특성과 Sea-ice melt process의 향인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정확한 변화양상 악을 

해 물리  특성  생물학  특성과 비교분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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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내 총 이산화탄소와 알칼리도의 개선된 측정방법과 

탄산염 화학에 한 연구

Study on the carbonate chemistry and improved 

method of total CO2 and alkalinity of seawater

  모아라, 박용철, 김연지

인하 학교 자연과학 학 해양과학과

해수의 총 알칼리도(Total alkalinity, Alkt)와 총 이산화탄소(Total carbon dioxide, 

TCO2)를 비롯한 탄산염화학종(carbonate chemistry species, H2CO3
*

, HCO3
-

, CO3
2-

)들의 농도

를 측정하기 하여 탄산염화학 물리화학 인 이론  실험에 근거하여 새롭게 개선된 분석방

법을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방법의 정 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해 증류수와 

해수에 탄산수소나트륨(NaHCO3)을 첨가한 후 시료의 증가된 총 알칼리도  총 이산화탄소의 

수득률(recovery yield)을 계산하 다. 증류수에 한 첨가실험의 경우 변화시킨 농도 범

(2.5-10mM) 안에서 총 알칼리도의 평균 수득률은 약 102.9.%(r
2

=0.999) 이었고, 해수에 한 

첨가실험의 경우 다양한 농도 변화실험 범 (0.5-2mM) 내에서 평균 약 102.3%(r
2

=0.999)로 나

타났다.

한, 해수의 이산화탄소 부분압(pCO2)을 측정하는 Pro oceanus사의 PSI-Pro
™

을 사용

하여 측정된 이산화탄소 부분압과 본 연구를 통해 측정된 총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실험을 

실시한 결과, 약 2주간의 경시변화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이산화탄소의 자료 값들을 보면, 

pCO2는427-1208μatm의 변화를 보 고, 본 연구 방법의 경우 TCO2는 2.153-5.404mmol/l의 변

화를 보 다. 측정된 pCO2값과 계산된 농도의 상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
2

)는 0.959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료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reservoir 의 해수에 

있던 유기물질의 분해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방법을 이용해 북동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

톤 균열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C-C Zone)에서 총 알칼리도와 총 이산화탄소 측

정 실험을 장 선상에서 실시하 다. 이 지역에서 측정된 총 알칼리도와 총 이산화탄소의 분

포를 보면 수심이 증가할수록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3개의 정 에서의 표층 알칼리

도의 평균은 2.277mmol/l(SD=0.02, N=18), 층 알칼리도의 평균은 2.341mmol/l(SD=0.05, 

N=83)이었고, 표층의 이산화탄소와 층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각각 2.010mmol/l(SD=0.02, 

N=18), 2.306mmol/l(SD=0.06, N=83)로 나타났다. 이 장실험 결과는 부근해역에서의 기존 연

구 결과와 유사한 농도범 를 보 다.

와 같은 실험을 통해 본 연구가 총 알칼리도와 총 이산화탄소 측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하고 정 하며 신뢰성 있는 자료를 획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실험과 기존의 여타 기

기  분석방법과의 비교검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사용되었던 차 정법

(potentiometric titration)등과 같은 기존 방법보다 비용과 시간 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 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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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해에 서식하는 게와 붉은 게의 체내 미량 속 

함량과 해도 평가

유 1, 황동운1, 최은미1,2, 이인석1, 최민규1, 김숙양1

1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2서울 학교 보건 학원

   갑각류  게는 근육량이 많고 조직감이 좋아 세계 으로 선호하는 고가의 수산물 에 

하나로, 한반도 동해안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우리나라는 동해 병·정해역

을 심으로 육상 오·폐기물에 한 해양투기(ocean disposal)를 실시하 고 이로 인해 동해에

서 어획되는 게의 안정성에 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4월 동해연안을 따라 총 6 개 지역에서 유통되는 게(Chionoecetes opilio)와 붉은

게(Chionoecetes japonicus)의 가식부와 내장내 미량 속(Cu, Cd, Pb, Cr, Ni, As, Zn, Fe, Co, 

Mn, Hg)을 분석하여 잔류특성  인체 해도를 평가하 다.  

   조직내 미량 속 평균농도는 가식부의 경우 게와 붉은 게 모두 As > Zn > Cu > Fe > 

Mn > Cr > Cd > Hg > Co > Ni > Pb, 내장의 경우 게는 Fe > Cu > As > Zn > Cd > 

Mn > Ni > Co > Cr > Pb > Hg, 붉은 게는 Cu > Fe > As > Cd > Zn > Mn > Ni > 

Cr > Co > Hg > Pb 순으로 높은 농도를 보여 조직별로 다른 잔류패턴을 나타내었다. 특히, 

일반 으로 해양생물의 체내 미량 속 농도는 가식부보다 내장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Zn, As, Hg은 내장보다 가식부에서 높은 농도를 보 다. Pb과 Hg의 평균 농도는 가식부와 

내장 모두 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섭취에 한 법  기 값(Pb 2.0 mg/kg, Cd 2.0 mg/kg, 

Hg 0.5 mg/kg)의 20% 이내로 낮은 수 이었으나, Cd의 경우 내장에서 기 치의 2∼4배 정도 

과하 다. 종별 미량 속 농도는 가식부와 내장 모두에서 붉은 게가 게보다 높았으며, 다

른 해역에 서식하는 게보다도 상 으로 높은 미량 속 함량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게와 붉은 게의 가식부  미량 속의 평균농도와 우리나라 국민의 게와 붉은 게의 평균 

주간섭취량(0.08 g)을 기 로 조사한 미량 속의 노출량은 FAO/WHO에서 지정한 잠정주간섭

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에 비해 모든 미량 속이 1% 미만으로 

매우 안 한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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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해 연안 상괭이의 조직내 수은의 잔류 특성

최은미1,2, 황동운1, 유 1, 최민규1, 최희구1

1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2서울 학교 보건 학원

   생물체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들 가운데, 수은은 세계 으로 오염이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수생태계 내에서 메틸화 반응으로 상  단계의 먹이사슬로 생물축  

 농축을 일으켜 생태계뿐 아니라 인체에 치명 인 독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양생태계의 최상  포식자인 고래류의 체내 수은 농축 특성을 악하고자 2010년 한국 서해 

연안에서 혼획  좌 된 상괭이 총 54마리(암 29, 수 25)를 상으로 간과 근육에서 총수은

(total mercury, THg)과 메틸수은(methylmercury, MeHg)을 조사하 다. 

   조직내 총수은과 메틸수은의 평균농도는 간에서 각각 12.51±10.30 mg/kg d.w., 9.01±9.87 

mg/kg d.w.로 나타났고, 근육에서 각각 1.66±1.45 mg/kg d.w., 1.07±1.30 mg/kg d.w. 다. 

THg  MeHg이 차지하는 비율(%)은 간에서 72%, 근육에서 64%로 MeHg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한 조직내 수은의 잔류특성을 악하기 하여 상괭이 연령과 조직내 수은농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간의 THg 농도(r
2

=0.77, p<0.01), 연령과 근육의 THg 농도

(r2=0.83, p<0.01)사이에 강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과 간의 

MeHg (r
2

=0.42, p<0.01)에서는 다소 약한 상 계가, 연령과 근육의 MeHg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각 부 별 수은 농도를 비교한 결과, 간의 MeHg(암컷 

5.7±7.3 mg/kg d.w., 수컷 13.5±11.3 mg/kg d.w.)만이 암·수컷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t=2.48,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체장에 따른 각 부 별 수은 농도는 근육의 

THg을 제외하고 모두 강한 양의 상 계(r
2

=0.58∼0.81)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는 것으

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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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학  평가기법을 이용한 남 남부 도서갯벌 퇴 물의 

미량 속 오염 평가

황동운, 김평 1, 정래홍, 윤상필2, 고병설3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1남서해수산연구소, 2갯벌연구소, 3해양환경 리공단

   한반도 연안 도서갯벌 퇴 물내 미량 속의 분포 특성  오염도를 평가하기 하여 2009

년 11월 남 남부 연안에 치한 11개 섬에서 총 62개의 표층 퇴 물을 채취하여 입도  

속원소(Al, Fe, Cu, Pb, Zn, Cd, Cr, Mn, Hg, As)의 농도를 조사하 다. 

   입도는 2.0∼8.3∅ 범 으며, 퇴 상은 주로 니(mud), 사질실트(sandy silt), 니질사(muddy 

sand), 약역질사(slightly gravelly sand)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미량 속은 Al, Fe, Zn, Cr, Cu, 

Hg의 경우 세립질 퇴 물이 우세한 정들에서 높고 입도와 좋은 상 성을 보 다. 그러나, 

Mn, Pb, Cd, As의 경우 상 으로 조립한 해역에서 높고 입도와 상 성을 보이지 않아 입도

외 농도 분포를 조 하는 다른 요인 즉, 인 인 오염 혹은 퇴 물내 기속성작용 등의 향

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퇴 물기 (sediment quality guidelines, SQGs), 농축계

수(enrichment factor, EF), 농집지수(geoaccumulation index, Igeo)의 지화학  평가기법을 이용

하여 미량 속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연구지역내 갯벌 퇴 물은 As가 상당히 오염

(moderately polluted)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지역 주변 육상지질의 물조성 혹은 농업

활동에 의한 As 오염이 된 지하수의 유입, 연구해역에 산재하고 있는 해조류 양식장과 육상의 

수산가공시설의 배출수 등을 통한 양식 부산물의 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명확한 

원인 구명을 한 추가 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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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울릉분지에서 CO2 농축수 주입에 따른 

환경변화 모니터링  

차형곤1, 장풍국1, 신경순1, 길1, 정한식1, 장민철1, 길 우2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선박평형수센터

2.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

 1. 서론

산업 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로 사용의 증가로 인해 인 으로 이산

화탄소가 기 으로 량 방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 2백 년 동안 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80ppm에서 380ppm으로 무려 35% 가량 증가하 다. 기 에 온실가스로 알려진 이

산화탄소가 증가함으로써 온실효과가 더 강력히 일어나고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최근 발생

하는 기상이변 상을 래하 다. 이로 인해 CO2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국제 약 (교토의정서)을 채택하여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한 노력이 선진국을 심으로 강제

성 있는 목표 설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장) 기술 에서 

CO2 ‘포집’ 기술 분야는 과거 10여 년 부터 화학공학 등의 분야를 심으로 하여 비교  많

은 연구개발들( : 에 지 리공단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이산화탄소 감 

 처리(CDRS) 론티어사업’ 등)이 진행되었는데, CO2 ‘ 장’ 기술 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지난 2003년 해양수산부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2005년(향후 10년간)부터 수행 인 ‘CO2 해양처

리기술 개발’이 표 인 사업으로서 포집분야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 외국의 CO2 해양 장에 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CO2 액화에 의한 에 지 비용을 

감안해 기체 CO2를 육상으로부터 근거리 해양에 방출하는 방법과 액체 CO2로 변환해 먼 거리 

해역까지 수송 후, 이 로 액체 CO2를 해양 충부에 용해․희석 혹은 해 에 류하는 방

법으로 나 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안정 이온형태로의 CO2 심해 장의 타당성을 규명하기 해 수심이 깊고 수체의 흐

름이 약하다고 단되는 동해 울릉분지에 표층 주입과 심층 주입 (300m 부근)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해양 부유생태계의 변화를 보고자 하 다. 

2. 재료  방법 

연구지역은 동해 울릉분지에 치한 37
o
 14.449N, 131

o
 00.830E를 심으로 연구서 이어도

호로 8월과 10월 두 차례 해양환경  부유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2년 8월에 수행된 조

사에서는 고염분수를 사용하 으며, 이 제조수의 염분은 38, pH 7.4 총탄소는 2 mmol/kg 이었

으며, 2012년 10월에 사용된 CO2 고농축수는 염분 36, pH 7.6, 그리고 총탄소는 160 mmol/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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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고염분 혹은 고농도의 CO2을 주입하기 직 에 한 번의 조사와 투입 후 두 번의 조사

가 이루어졌다. 양염의 시료 채취는 장에서 Watman GF/F 여과지로 거른 다음 시료의 일

정량을 채취하여 50㎖의 라스틱 튜 에 넣어 냉동 보 하 다. 양염류는 발색법 (Parsons 

et al, 1984)을 수정 보완한 방법으로 시료를 발색시켜 발색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FIA 

(Flow Injection Analyzer, Quickchem 8000, LACHAT Co.)로 분석하 다. 엽록소 (total 

chlorophyll-a)는 채수된 해수시료의 일정 양을 유리 섬유 여과지 (GF/F filter, 직경 47mm, 

Whatman, pore size 0.7㎛)로 여과하 다. 분석 에는 냉동보 을 하고 분석 시 90% 아세톤 

(Acetone) 10㎖을 넣은 후 교반 시킨 다음 빛을 차단시킨 냉장고에서 12 시간 이상 용출 시켰

고, 원심분리(1000g, 5분) 시킨 후 상등액 만을 취하여 형 도계 (Turner Designs 10-AU 

Fluorometer)로 측정하 다(Parsons et al, 1984).

3. 결과  토의

3.1. 2012년 8월 고염분 주입에 따른 환경요인의 변화

고염수를 투입하기  체 수심의 수온 염분 분포를 보면, 수온은 0.21-27.38oC (평균 

1.68
o
C±4.32)의 넓은 값의 범 를 보인반면, 염분은 33.1-34.4 (평균 34.1±0.10)로 수온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Fig. 1). 표층 수온은 27.4
o
C로 높은 값을 보이지만, 수심이 깊어질수

록 격하게 수온이 감소하다가 350m 이후에는 1oC 이하의 값을 보 으며, 그 이후 감소의 폭

이 어들면서 층에서 0.21
o
C의 낮은 수온을 보인다. 표층 염분은 33.1의 값을 보이지만 35m 

이후에 34.0 이상의 값을 보이기 시작하며 이 값은 70m 지 까지 증가하여 34.4의 값을 보이

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m 이후부터는 34.0의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조사 정 의 수괴가 크게 네 가지로 나 어지는 것으로 악된다. 우선 상 으로 표층

의 수괴 (0-35m)는 염고온의 특성을 보이고, 상층부 아래 (35-75m)는 고염의 수괴가 나타나

고 성층이 형성된 아래에는 온의 특성의 수괴가 존재한다. 조사 정 은 마난류가 한해

을 통과하면서 동한난류로 변하여 울릉분지로 흐른다. 따라서 울릉분지의 상층부 해양환경은 

한해 의 서수도를 통과하여 유입되는 마난류수의 분포에 의해 좌우된다 (민 등 2011). 결

과 으로 조사 정 에서 상층부와 성층형성 지역의 상층부에 흐르는 수괴는 한해 에서 유

입되는 상층부 (Tsushima Surface Water)와 층부 (Tsushima Middle Water)의 특성을 보이

며, 150m 이하의 수괴는 낮은 수온 특성을 보이고 성층형성 지 의 상층부보다 염분이 낮은 

북한 한류 (North Korean Cold Water)와 동해 고유수 (East Sea Proper Water)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표층수  심층수 고염분 주입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변화는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심층수 주입 때 표층의 염분이 약간 증가하여 고염분 주입에 따른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여름철 조사에서 양염과 엽록소-a의 수직 분포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체 수심에서 

질산염은 0.10-19.0 μM (평균 8.69 μM±7.53), 인산염은 0.02-1.72 (평균 0.78 μM±0.65), 규산염

은 1.14-74.9 μM (평균 24.9 μM±24.8)의 값을 보 으며, 엽록소-a 농도는 0.00-0.36 μg L-1 (평

균 0.09 μg L-1
±0.12)의 범 를 보 다 (Fig.2). 표층 상충부 (0-50m)에서는 질산염 1이하, 인산

염 0.2 이하, 규산염은 1-20m까지 2 이하의 값을 나타내 모든 양염이 식물 랑크톤의 성장

을 제한했다. 낮은 농도의 양염 제한이 발생하지 않은 수층에서의 양염 비를 보면 NP 

ratio는 12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SN 비는 부분 수심에서 2 이상의 값을 보인다. 특히 층 

부근에서는 NP 비와 SN 비가 10.9와 4.0의 값을 나타내어, 한해 에서 나타나는 마난류 

보다 상당히 낮은 양염 비를 보인다 (Jang et al. 2013). 이는 동해고유수가 마난류수보다 



양염 농도가 높고, 질산염에 비해 상 으로 인산염 농도가 높아 NP 비가 낮으며, 한 규

산염 농도가 상당히 높아 SN 비도 마난류에서 측되는 값보다 아주 높은 값을 보인다. 

표층 주입  양염 농도를 보면 40m까지 인산염과 질산염이 제한되었으며 40m에서 

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SCM) 층이 측되었다. 주입 후에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어 표층 주입에 따른 변화를 측할 수 없었다. 심층 주입 후에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지

만 심층 주입 에는 SCM 층이 100m 부근에도 나타났으며 주입 후 2차 조사에서는 30m 부

근에서 나타난 SCM 층의 엽록소-a 농도가 낮았으며 100m 부근에서 SCM 층의 엽록소-a가 

주입 후 1차 조사 때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층 주입 후 (1-100m)와 심층수 주입 후 

(1-500m)의 엽록소-a 값을 하면, 표층 주입에 후의 엽록소-a 농도가 주입 보다 높게 나

타난 반면, 심층 주입에서는 이와 반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과 으로 고염분수가 투입에 

따른 하계 환경 요인의 변화는 고염분 주입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조사 시 의 수괴의 특성

이 바  것으로 단된다. 

3.2. 2012년 10월 CO2 고농축수 주입에 따른 환경요인의 변화

조사 정 에서의 수온과 염분의 수직  분포 특성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체 수심에서

의 수온은 0.21-22.9
o
C (평균1.60

o
C±4.30), 염분은 33.0-34.05 (평균 34.0±34.3) 범 를 나타내었

다. 표층 수온은 22.9oC에서 시작하여 수심 335m부근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 후에는 1oC 이하

의 값을 보인다. 염분은 표층에서 33.0의 값을 보이고 70m 부근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200m 부근부터는 34.0 정도의 일정한 값을 보 다.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수온이 

1oC 이하 염분이 34 정도를 보이는 구간은 300m 부근이다. 하지만 수층이 완 히 혼합될 수 

있는 구간은 여름철은 20m 부근인데 반해 가을철은 40m 부근에 형성되어 가을철이 되면서 수

층혼합 층이 더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심층수 (300m)에 CO2 농축수를 주입  후에 1-500m

까지 수온과 염분은 각각 0.63-22.9oC와 33.1-34.3의 범 에서 나타나 CO2 농축수 주입 후의 

수온과 염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층수에 CO2 농축수 주입  후의 수온과 염분

은 각각 12.1-22.5
o
C, 32.8-34.3의 범 를 나타내어 심층수 주입 때와 마찬가지로 CO2 농축수 

주입 후에 물리 인 환경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가을철 조사에서 양염과 엽록소-a의 수직  분포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체 수층에서 

질산염의 농도 범 는 0.10-18.7 μM (평균 8.97 μM±7.39), 인산염은 0.05-1.74 μM (평균 0.83μ

M±0.66), 규산염은 0.72-84.4 μM (평균 28.7 μM±29.9), 그리고 엽록소-a는 0.00-0.49 μg L-1 

(평균 0.11 μg L-1
±0.17)의 범 를 보 다 (Fig. 5). 이러한 각각의 농도의 평균값을 여름철보다 

다소 증가하 지만 큰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양염 제한되는 수심은 20m 부근까지 나타나 

여름철 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이는 아마도 수층 혼합층이 여름철보다는 가을철에 좀 더 깊어

짐으로써 상층부 양염 공 도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엽록소-a 농도

가 체 평균값은 여름철보다 다소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수층 혼합층이 깊어

졌음에도 SCM 층은 여 히 30m 부근에 형성되었다. 비록 가을철 표층의 엽록소-a 농도가 여

름철 농도보다 높지만 수심 100m까지 된 엽록소-a 농도를 보면, 오히려 여름철 수층의 엽

록소-a 2배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름철 강한 성층 때문에 상층부에 형성되는 Mixed 

Layer Depth (MLD)가 20m 부근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40m의 SCM에 형성된 식물 랑크톤이 

표층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반면 가을철에는 약해진 성층 때문에 MLD가 40m 부근에서 형성되

고 이로 인해 SCM 층에 형성된 식물 랑크톤이 표층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해져 표층에서 높은 

값을 보인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 성을 이용한 자료로 추정되는 식물 랑크톤



의 일차생산력의 결과는 실제 해양의 식물 랑크톤의 생산력을 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 다. 

CO2 고농축수 표층 주입 후 표층 양염 농도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표층의 

엽록소-a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심층수 주입 시에도 이러한 변화가 

같이 측되었다 (Fig. 6). 표층 주입 시 엽록소-a의 된 값을 보면 표층 주입 후 농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심층 주입 시 주입 후 1차 조사에서는 엽록소-a 값이 감소하 지만 

2차 조사에서는 유사한 값을 보 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고염분수  CO2 고농축 유입에 따른 환경요인이 변화했

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고염분수  고농축수 2 ton을 울릉분지에 투입하고 이를 추 하

기에는 주입된 양이 어 환경요인의 변화를 추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험실 

실험을 통한 식물 랑크톤이나 동물 랑크톤의 향에 해 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Fig. 1. Vertical profil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at the water column of (A) whole depths, 

(b) before and after (C) 1st and (D) 2st addition of the high salinity water  in the deep 

water (300m) and surface water (0m) in summer.

   



Fig. 2. Vertical profile of nitrate, phosphate, silicate and chlorophyll-a at the water column of (A) 

whole depths, (b) before and after (C) 1st and (D) 2st addition of the high salinity water in the 

surface water in summer. 

Fig. 3.  Vertical profile of nitrate, phosphate, silicate and chlorophyll-a at the water column (A) 

before and after (B) 1st and (C) 2st addition of the high salinity water in the deeper water (300m) in 

summer.



Fig. 4. Vertical profil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at the water column of (A) whole depths, (b) 

before and (C) 1st and (D) 2st after addition of the high CO2 water  in the deep water (300m) and 

surface water (0m) in fall.  



Fig. 5. Vertical profil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at the water column of (A) whole depths, (b) 

before and after (C) 1st and (D) 2st addition of the high salinity water  in the deep water (300m) 

and surface water (0m) in fall.

Fig. 6.  Vertical profile of nitrate, phosphate, silicate and chlorophyll-a at the water column (A) 

before and after (B) 1st and (C) 2st addition of the high salinity water in the deeper water (300m) i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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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동부해역의 수온 선  수층혼합층 변화에 따른 
부유생태계의 계  변화 

장풍국, 신경순, 길, 차형곤, 정한식, 장민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선박평형수센터

 요약문

본 연구지역인 대한해협은 대마난류가 연중 유입되는 곳이며 여름철에는 남해안 연안수와 장

강희석수가 유입되는 곳이다. 대마난류에 영향을 주는 수괴는 주로 여름철에는 타이완 난류이

며, 가을철에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분주된 수괴의 영향을 받는다. 영양염 농도는 겨울철 수층

혼합으로 인해 전 수층에서 높은 영양염 농도를 보이는 반면, 봄철에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소

비되어 전제 수층에서 낮은 값을 보인다.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상층부는 영양염이 고갈된 반면 

성층이하에는 영양염 농도가 집적되는 경향을 보인다. 봄철 식물플랑크톤 대발생은 3월에 나

타났으며 이는 봄철에 바람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수층혼합이 겨울철보다 약해져 수층안정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9월과 10월 가을철 엽록소-a 농도가 다른 연

도에 비해 높으며, 특히 외해에 위치한 정점 M과 P는 봄철 엽록소-a 농도보다 높은 값을 보

였다. 이는 태풍에 의한 수층혼합층(Mixed layer depth)이 더 깊어짐으로써 여름철 성층아래

에 존재하던 영양염이 상층부로 이동하면서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이 촉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양염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규조류가 우점하였고, 영양염이 고갈되는 시점에서는 와편모

류가 우점하였다. 규조류 종중에서 Chaetoceros spp와 Skeletonema costatum-like spp.가 

주로 우점하였으며, S. costatum-like spp.는 겨울철 수층혼합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12월에 

우점하였다. 와편모류는 정점 R에서 5월에 Scrippsiella trochoide, 10월에 Ceratium furca가 

우점한 반면, 정점 M은 여름철에 Gymnodium spp.와 Gyrodinium spp.이 우점하였다. 향후 

기후변화는 마난류의 연변화  계  변화에 향을  수 있고, 한 가을철 MLD의 변

화에도 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 지역의 계속 인 모니터링은 향후에 기

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연안의 생태계 변화를 측하는데 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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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성화로 인한 굴(Crassostrea gigas)의 기 성장 

 패각 특성 변화

심정희, 황학빈, 권정노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해수  높은 이산화탄소농도로 인한 해양산성화 상이 우리나라 남해안 일 의 주요 양식종 

참굴(Crassostrea gigas)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4개 범 의 pH(pH 8.1( 조구), 8.0, 

7.8, 7.6)환경을 조성하고 굴 치패를 20∼40여일 실내 배양하 다. 어린 굴의 생체 성장은 pH 

8.1에서 가장 높았으며, pH가 낮을수록 량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pH 7.6과 7.8

에서 배양한 굴은 조구(pH 8.1)에 비해 성장율이 30∼40%감소하 으며, pH 8.0에서는 약 

15%감소함. 배양한 굴의 패각을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 pH 8.1에서 배양된 패각은 손상

되지 않은 정상상태의 구조를 주로 가진 반면, 낮은 pH에서 배양된 패각은 균일하지 않고 구

멍(hole)과 부식 등의 손상된 구조를 찰할 수 있었다. 이는 미래의 산성화 환경에서 굴의 성

장과 패각형성이 해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수산물 공   수출 등에도 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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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of seawater-based reference materials and 

development of a proficiency test specimen for 

nutrients analysis and interlaborato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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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he seawater-based reference materials(RM) was prepared and certified for 

nutrients(nitrite, nitrate, ammonium, total nitrogen, silicate, total phosphorous and chemical 

oxygen demand). The certified values and expanded uncertainties were derived using ISO 

guidelines 35 and the interlaboratory comparison testing was resulted normal distribution 

and the robust means were higher than the certified values of the RM. 

 And the RM was distributed to 16 laboratories for the proficiency test program. Statistical 

evaluations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inter- and intra-laboratory variation indicat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curacy of these RM between participants of the PT 

program, indicating z-scores of lower value(±〈 2 ) and suggesting that preparation of the 

PT specimen for nutrients of seawater-based RM was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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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record of perfluorinated compounds (PFCs) in 

sediment cores from Jinhae Bay, Korea

              

정윤선1, 이성규1, 김은교1, 이현경1, 최민규2, 이인석2, 문효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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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luroinated compounds (PFCs) have been widely used in commerci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for over 60 years. PFCs have emerged as global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were  

nominated as emerging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in 2009 under Stockholm Convention 

of United National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To date, limited information have reported 

on contamination,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of PFCs in marine environments of Korea. In 

particular, no data on historical records of PFCs are available in Korean coastal waters. Jinhae 

Bay, located on southeastern coast of Korea, is a representative semi-enclosed bay in Korea. 

Jinhae Bay has four small bays, comprising of Masan, Heangam, Jindong and Gohyeon Bays  In 

the present study, we collected four sediment cores from Masan, Heangam, Jindong and Gohyeon 

Bays with different potential contamination sources of PFCs, to reconstruct PFC contamination 

record in Korea. To estimate sedimentation rate of each sediment core, we measured 
210
Pb and 

226Ra . Total concentrations (on a dry weight basis),  of PFCs were 0.89 ± 0.94 ng/g dry weight 

(average ± SD) for Haengam Bay, 1.82 ± 1.05 ng/g dry weight for Masan Bay, 1.03 ± 0.91 ng/g 

dry weight for Jindong Bay, 0.58 ± 0.25 ng/g dry weight for Gohyeon Bay. PFOS was 

predominant compound and the next contributors were long-chained carboxylates such as 

PFUnDA and PFDoDA. Masan Bay had the highest levels of PFCs, consistent with legacy POPs 

contamination patterns in previous studies.  Historical records of PFCs showed increasing trend 

from 1980s to early 2000s and then decreased to the present year. Our finding is similar to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PFC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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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ethylmercury 

and dissolved gaseous mercury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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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ury speciation was determined from surface and subsurface waters (down to 500m 

deep) of the Northwest Pacific Ocean. In the surface mixing zone, methylmercury 

concentration ranged from 0.011 to 0.043 pmol/L (average 0.026 ± 0.012 pmol/L), and 

surface concentrations of dissolved gaseous mercury (DGM) ranged from 0.053 to 0.21 

pmol/L (average 0.11 ± 0.053 pmol/L). The vertical profiles of methylmercury concentration 

exhibited increasing trend by depth: low concentration range in the surface mixing layer 

(0.048 ± 0.044 pmol/L) and enhanced concentration range in the oxycline (0.56 ± 0.12 

pmol/L). The DGM concentration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xycline (0.61 ± 0.23 

pmol/L) than surface mixing zone (0.13 ± 0.056 pmol/L).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pparent oxygen utilization (AOU) and methylmercury concentration (p 

<0.0001, R2=0.90) and between AOU and DGM (p <0.0001, R2=0.78) in overall depths.  

Organic carbon remineralization appears to play a critical role for the production of 

methylmercury and DGM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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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과 서남극 아문젠해의 표층 일산화탄소 수지
         

권영신1,2, 이태식2, 박기홍2, 함도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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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는 기 하이드록실(OH) 라디칼과 반응하여 류권의 산화능력을 통제한다. 따라서 하

이드록실 라디칼과 반응하여 소멸되는 메탄의 기 농도 변화에 간 으로 간여함으로서 기후변화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지만 일산화탄소의 배출원으로서는 

약 5-10% 정도만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 표층에서는 유색용존유기물(CDOM)이 자외

선에 의해 분해(photolysis)되어 일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 게 생성된 일산화탄소는 기로 방출

되거나 해양 미생물의 사 작용을 통해 제거된다.

 북반구와 남반구 고 도 해역에서 해양 일산화탄소 순환을 비교 분석하기 해, 2012년 2-3월과 7월 

서남극 아문젠해와 북서태평양에서 일산화탄소 측을 수행하 다.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서남극 아문젠해에 이르는 항해 경로와 인천에서 북서태평양을 통해 베링 해에 이르는 항해 경로를 

따라 해양 혼합층 해수와 해양 경계층 기 일산화탄소 농도를 연속 으로 측하 다. 북반구의 유

라시아와 북아메리카 륙으로 둘러싸인 북서태평양과, 청정지역인 남극 아문젠해의 기 농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자의 경우 50 - 200 ppb, 후자의 경우 30 - 50 ppb 범 를 보 다. 한 

기 농도에 한 해수 표층 농도의 비율인 포화비율(saturation ratio)은 두 해역 모두 부분 1보다 

크고, 복사량이 충분한 낮 시간에는 약 70 - 80까지 증가하 다. 북서태평양에서는 표층 해수 일산

화탄소 농도에서 비교  뚜렷한 일변화를 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 70°S 이상에 치한 아문

젠 해의 경우, 측시기 던 여름에는 낮 시간이 매우 길어 일변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

게 측한 해양과 기 농도 차와 풍속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체교환계수로부터 럭스를 계산하

다.

 한편, 미생물의 일산화탄소 소모량을 계산하기 해 북서태평양의 9개 정 , 아문젠 해의 13개 정

에서 채수한 해수 시료를 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배양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일산화탄소 변화량을 

측정하 다. 일산화탄소의 소모 속도가 엽록소(chlorophyll a) 농도와 좋은 상 계가 있다는 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아문젠 해 보다 엽록소의 농도가 낮았던 북서태평양의 소모속도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라미터(parameter)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해수 속 일산화탄소 농도와 

양의 상 계가 있는 것들에는 엽록소 농도, 일사량, CDOM의 흡 도 등이 있었으며, 풍속의 경우

는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를 증가 시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 다. 이번 발표에서는, 의 라미터들과 해양 경계층 기로의 럭스, 그리고 미생물의 소모속

도가 일산화탄소의 분포에 끼치는 정도를 정량 으로 계산하여 추정한 각 해역의 일산화탄소의 수지

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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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icity of Ag Nanoparticles to fresh water 

Amphipod (Hyalella azteca)

 Sanjay Kumar Sundaray, 양송이, 이승하, 이병권

남 학교 해양학과

 기능성 은 나노입자(Engineered Silver nanoparticles; Ag-ENPs)는 강한 항균성과 독

특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용품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은나노입자가 포함

된 생산품을 생산, 이용, 폐기하는 과정을 통한 공업 및 생활 폐수, 사고적인 유출 등의 

다양한 경로를 거쳐 수서환경으로 유입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서환경에서의 은나노입자 

위해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중 퇴적물 노출을 통한 은나노입자 

독성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수 퇴적환경에서 은나노입자(<40nm)의 거동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담수 

단각류(Hyalella azteca)를 은나노입자가 첨가 된 퇴 물에 노출 시켜 은나노입자의 잠재

인 독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덧붙여 금속 나노입자와 기존에 잘 알려진 금속이온과의 

비교를 위해 AgNO3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SEPA guidelines에 

제시 된 10-d amphipod sediment acute toxicity test 방법을 이용해 실험을 하 고, 실험

농도는 담수 퇴 물에 0.5, 2, 5, 10, 20 and 50 µmol/g 은나노입자와 0.5, 2, 5, 10 and 20 

µmol/g의 AgNO3를 각각 첨가하여 맞춰주었다. 

10일간의 실험 기간 동안 overlying water(OW)내에서 은이온과 은나노입자는 검출한계 

이하의 값을 보여 부분의 은이온과 은 나노입자가 퇴 물과 결합하고 있을 것으로 상

된다. OW와 마찬가지로 은나노입자는 pore water(PW)내에서 검출한계이하의 값을 보

으나 은이온은 노출농도에 따라 PW내 은이온의 농도가 증가하 고, 이는 은나노입자에 

비해 퇴 물 내에서 용해가 잘 이루어져 PW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한 PW내의 생물 이용 가능한 속의 농도를 측하기 해 측정한 simultaneously 

extracted metal(SEM)내 은의 농도는 은나노입자가 은이온에 비해 낮게 나타나 생물이용

도가 더 낮을 것으로 상된다. LD50값은 은나노입자의 경우 약 9.23µmol/g으로 나타났

고 은이온은 약 6.30µmol/g로 은나노의 경우 독성이 더 낮았다. 은나노입자에 노출 되었을 

경우, 노출농도의 증가에 따라 생물 체내에 축  된 은의 농도가 증가하 으나 은이온의 

경우 5µmol/g농도에서는 은의 축 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은의 독성 향으로 인해 체

내 은의 축 이 불가능 했을 것으로 상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Hebei Spirit 유류유출 사고 이후 만리포 해변의 TPH 

공간 변화 패턴 분석

김태훈․최 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데이터센터)

본 문 :

   2007년 12월 한민국 서해안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하

여 인근 해수욕장들을 오염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유류오염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  하

나인 만리포 해수욕장의 퇴 물 공극수의 TPH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 인 변화 패턴을 분석하

고자 하 다. TPH 자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동계와 하계 조사결과를 이용하 으

며, 해수욕장 내 농도 변화를 추 하고자 만리포 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이

와 더불어 해수욕장내 동계와 하계의 오염감소경향을 공간가 심(WMC)의 이동변화와 공간

편차거리(WSD)의 변화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남서쪽 등 지역에서는 해수 내 오

염기 치인 10 ppb 이상으로 진행 이며, 동계의 TPH 값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한, 

WMC가 동계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하계는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났으며, 

WSD를 이용한 TPH의 군집패턴 분석 결과 하계와 동계가 서로 다른 패턴을 보 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계 의 향에 따라 오염분포 패턴이 달랐으며, 지역 으로 오염의 감소 경향 

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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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trends of PCDD/Fs in marine mammals from 

Korean coastal waters collected between 2003 and 2010

              

정윤선1, 김은교1, 정우창1, 신애화1, 안용락2, 문효방1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1,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2

Limited information on temporal trends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i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n coastal waters. In our study, the concentrations of 17 toxic congeners of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dibenzofurans (PCDD/Fs) in 77 blubbers of finless 

porpoises (Neophocaena phocaenoides) collected in 2010 were determined to investigate 

contamination and bioaccumulation features of PCDD/Fs in Korean coastal waters. PCDD/Fs 

were detected in approximately 52 % of the total samples. Total concentrations (sum of 17 toxic 

congeners) of PCDD/Fs were 11.4 ± 3.00 (average ± SD) pg/g lipid weight for PCDDs and 22.6 

± 9.70 pg/g lipid weight for PCDFs. The toxic equivalent (TEQ) concentrations of PCDD/Fs in 

our study ranged from 0.11 to 20.7 (mean: 2.76) pg/g lipid weight, which were relatively lower 

than those measured in other studies. The contribution of PCDFs (66%) were higher than that 

found in PCDDs (34%), consistent with the patterns in marine biota from Korean coastal waters. 

Predominant congener of PCDD/Fs was 2,3,4,7,8-penta CDF, accounting for 24 ± 25% to the 

total PCDD/F concentrations. The next contributors of PCDD/Fs were 1,2,3,4,6,7,8-hepta CDD, 

1,2,3,7,8-PeCDD and 1,2,3,4,6,7,8-hepta CDF, which collectively accounted for 26% of the total 

PCDD/F concentrations. The accumulation profiles of PCDD/Fs were similar to those found in 

minke whales and common dolphins from Korean coastal waters. To investigate temporal trends 

of PCDD/Fs in finless porpoises from Korean coasts, the concentrations of PCDD/Fs were 

compared in mature male finless porpoises collected between 2003 and 2010. Significant decrease 

(p = 0.006) of PCDD/F levels in finless porpoises between 2003 and 2010 was found, due to the 

strong regulation on PCDD/Fs emission in flue gas from incinerators in Korea. The rapid 

decrease of PCDD/Fs in air and marine sediments from Korea supports our results.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at phase-out of PCDD/Fs has reached to high trophic organism in marine 

food-web of Korea.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to assess the temporal trends of 

PCDD/Fs in marine mammals from Korean coastal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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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안 층 용존산소 분포 특성

박미옥, 시연규, 김성길, 정희경, 김 수, 이주 , 박은미, 박재홍, 이용우

해양환경 리공단 기후수질

  동해연안은 한류와 난류수의 향, 연안용승 등으로 계 별, 해역별, 수심별로 격한 해양환

경 변화를 보인다. 층 용존산소의 분포 역시 외부요인과 물리  수직구조 특성 등에 직

인 향을 받는다. 층 용존산소 포화도는 해역의 수질 상태를 평가하는 해양환경기 의 주요 

인자로 반 되고 있어 동해연안에서 층 용존산소 분포 특성을 악하는 것은 요하다. 지난 

5년간(2008∼2012년) 해양환경측정망 운 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동해연안(거

진연안∼기장연안) 층 용존산소의 연평균 포화도는 약 92∼97% 범 으며, 계 별로는 11

월에 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8월에 동해 남부해역(기장∼구룡포연안)에서 층 용존산소 

포화도는 약 87%로 동해 부해역(거진∼삼척연안, 106%)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계

별, 해역별로 나타나는 층 용존산소의 분포 특성은 해수의 유동과 수온․염분의 수직구조 변

화 등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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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연안 해 퇴 물  해양생물  TBT 농도 장기변동

박재형, 시연규, 김성길, 윤병석, 원종호, 문효방, 이용우

해양환경 리공단 기후수질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연안의 25개 정 에서 해 퇴 물  해양생물  TBT 농도의 

장기변동을 살펴보았다. 해 퇴 물  TBT 농도는 16.6∼111.0 ng Sn/g·dw 범 으며, 이

매패류(진주담치, 굴)  농도는 31.4∼170.0 ng Sn/g·dw 범 로 나타났다. 해 퇴 물  

국연안 평균농도는 2007년을 제외하고 2002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해양생물  

TBT 농도 역시 2001년에 비해 2012년에 약 5배 이상 감소하 지만, 남해안의 일부 해역(부산

북항, 부산남항, 울산만, 고 만, 가막만)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체로 선박활동이 높은 

항만에서 해 퇴 물과 해양생물  TBT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분의 연안에서 해 퇴

물  TBT 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TBT는 해양생물에 지속 으로 농축될 가능성이 잠재하

고 있어 해양생물  TBT 농도의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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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연안 표층퇴 물 속 오염도 평가

: 마산만, 가막만, 득량만

선철인, 시연규, 김성길, 이 주, 안정 , 이용우

해양환경 리공단 기후수질

  남해안에 치한 서로 다른 해양환경 특성을 보이는 마산만, 가막만, 득량만에서 표층퇴 물 

 속 농도를 이용하여 해 퇴 물의 오염 정도를 살펴보았다. 퇴 물 속  Cu, Cd, 

Pb, Mn, Zn, As, Hg 농도가 가막만과 득량만에 비해 오염원이 많은 마산만에서 높게 나타났

다. 가막만  득량만에서는 As를 제외한 속 농도가 Igeo-class 1 이하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

으나, 마산만의 경우 Cu, Cd, Pb, As, Zn 농도가 Igeo-class 2-3 사이로 오염단계에 있었다. 각 

항목별 생태 해도 인자(Ei)를 이용하여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마산만의 경우 Cd이 110을 

과하여 잠재 으로 오염을 우려할 만한 인자로 분류되었다. 득량만과 가막만에서 모든 속 

항목들을 이용하여 추정한 생태 해도 지수(RI)는 각각 75, 108로 두 해역 모두 오염을 우려할

만한 수 (low risk, RI<150)은 아니었으며, 마산만에서는 약간 오염된 수 (moderate risk 

grade, 150<RI<30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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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안퇴 물  안정Pb동 원소를 이용한 Pb의 기원 

추

박종규
1

, 최만식
1.2

, 장동
1

, 박소정
1

, 임동일
3

1충남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2분석과학기술 학원, 3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서해 연안퇴 물  Pb 농도 분포  조 요인을 이해하고 Pb의 근원지를 악하기 하여 

경기만 북부해역에서 목포 남부해역까지 88개의 표층퇴 물을 채취하여 Pb농도(1M용출  잔

류부분)와 안정 Pb동 원소(
206

Pb, 
207

Pb, 
208

Pb)를 분석하 다. 용출부분 Pb은 3.8-28.8mg/kg(평

균: 11.3mg/kg)범 로 세립질 퇴 물에서 최  농도를 보 으며, 잔류부분의 Pb농도는 

2.6-18.1mg/kg(평균: 11.1mg/kg)범 로 조립질 퇴 물에서 높은 값을 보 다. 이는 용출부분 

Pb이 Fe 산화/수산화물과 흡착 된 결과이며, 잔류부분의 경우 모래에서 높은 Pb농도가 K-장

석과 결합한 결과라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 다. 
207

Pb/
206

Pb  
208

Pb/
206

Pb는 각각 0.844-0.851 

 2.102-2.118의 범 를 보 으며, 연구지역의 북쪽에서 높고 남쪽에서 낮은 공간  분포특성

을 보 다. 퇴 물의 Pb동 원소 비율로부터 연구지역 퇴 물  Pb은 한강  강 퇴 물과 

서해 외해 퇴 물 사이의 혼합에 의하여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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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 rate of inorganic mercury and methylmercury 

from decomposing marine diatom

MD. Moklesur Rahman1, Hyunji Kim1, Byeong-gweon Lee2, Seunghee Han1

1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Gwangju 500-712,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Ocean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500-757, Republic of Korea

Phytoplankton population uptake dissolved mercury (Hg) in the euphotic zone of the ocean. 

When these plankton die, a fraction of the planktonic debris sinks into deep water. The 

remineralization of this sinking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by heterotrophic bacteria 

in the subsurface layer could result in the release of absorbed Hg back into the water 

column, which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biogeochemical cycling of Hg in the 

ocean. To determine the release rates of inorganic mercury, (Hg(II)), and methylmercury 

(MeHg) from the decomposing POC, we carried out 28-day depuration experiment of 

marine diatom, Thalassiosira Weissflogii, using the gamma-emitting radiotracer of Hg 

(
203

Hg). In the presence of microbial activities, the release rate of Hg(II) was found to be 

1.1% day-1 (k=1.4x10-3 h-1) at 20°C. In contrast, there was a slight uptake of Hg(II) for 

4°C control (-0.38% day
-1

) and forformaldehyde-treated control (-0.35% day
-1

) at 20°C. The 

release rate of MeHg at 20°C from the microbe-treated medium were approximately half 

(0.59% day-1, k=7.2x10-4 h-1) compared to that of Hg(II). Uptake of MeHg likewise Hg(II) 

at 4°C from microbe- and formaldehyde-treated medium were also observed (-0.45% day
-1

 

and –0.56% day
-1

,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microbial activities are very 

critical for both Hg(II) and MeHg release from the decomposing diatoms. The retention 

half-times of Hg(II) and MeHg at 20°C from microbe-treated medium were found to be 20 

and 40 days, respectively which are comparable to those of particle-reactive metals (e.g., 

23 days for Ce and 29 days for Am) and protein(25 days). A two fold retention half-times 

of MeHg compared to the Hg(II) suggests that bioaccumulated MeHg are not easily 

released from the decomposing organic particles. Analyses of carbon loss and Hg species 

in particular elemental Hg are currently being undertaken, which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fate of carbon and Hg in decomposing planktonic 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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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과 천수만 표층퇴 물에서 안정 Pb 동 원소를 

활용한 Pb 분포  기원 연구

옥승훈¹·², 최만식¹˙³, 천종화², 송윤호¹, 안윤우¹

¹충남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²한국지질자원연구원, ³분석과학기술 학원

  가로림만과 천수만의 퇴 물  Pb의 기원과 분포 양상을 이해하기 하여 표층퇴 물(가로

림만 : 28개, 천수만 : 27개)을 채취하여, Pb농도(1M HCl  용출, 잔류부분)  안정 Pb 동 원

소 비(207Pb / 206Pb, 208Pb / 206Pb)를 분석하 다. 가로림만과 천수만에서 용출 부분

(4.0-23.3mg/kg, 4.6-22.7mg/kg)  잔류 부분(1.7-20.0mg/kg, 5.2-15.4mg/kg) Pb 농도 범 와 

입경에 한 Pb 농도 분포가 거의 유사하 다. 용출 부분 Pb 농도는 철 산화/수산화물에 의해 

조 되며, 잔류 부분  모래에서의 Pb 농도는 K-장석과 련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 다. 그러나 Pb 동 원소 비는 천수만에서는 거의 일정하 으나(
207

Pb / 
206

Pb : 0.851-0.854) 

가로림만에서는 상 으로 넓은 범 (
207

Pb / 
206

Pb : 0.852-0.861)를 보 다. 천수만의 Pb 동

원소 비는 강 기원 퇴 물의 Pb 동 원소 비와 유사하 고, 가로림만의 Pb 동 원소 비율 

 낮은 값을 보이는 정 들은 한강 기원 퇴 물과 유사하 으며 만의 입구 쪽에 분포하 다. 

반면에 높은 값을 보이는 정 들은 만의 안쪽에 치하 기에 가로림만의 Pb은 한강 기원과 

가로림만 자체 기원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천수만의 경우 방조제(간월호, 부남호) 건설

로 인해 외부기원 Pb이 주로 분포하며, 가로림만은 자체 기원 Pb이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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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tu Air Sparging 공법을 이용한 곰소만 

퇴 물의 공기흐름 향반경 장실험 모델

              

이 호
*

, 정갑식
*

, 우한
**

, 장석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보 연구부*, 해양방 센터**

   장공기주입(in-situ air sparging, IAS)공법은 포화 퇴 물(vadose zone) 내에 있는 오염

물질을 기 으로 휘발시켜 처리하는 기술로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과 석유계 탄화수소류(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s)를 효과 으로 

처리한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입도상을 가진 국내 오염퇴 물의 오염 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기 주입방법을 통해 향반경의 최  효율을 상할 수 있다. 2011년 5월 31일부터 6

월 6일까지 라북도 부안∙고창에 치한 곰소만 만돌리(N35
o

 31.8552′, E126
o

 30.7512′), 

하 리(N35o 32.5900′, E126o 33.5932′)  상암리(N35o 34.1527′, E126o 37.1108′) 상부 조

간 (supra-tidal flat)에서 공기 주입에 따른 퇴 물  공기흐름 양반경(radius of influence, 

ROI) 계산을 해 장실험 모델식을 구하 다.

   3 개 지역에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찰정(monitoring well) 1 개, 주입정(sparging well) 

1개  진공추출정(soil vapor extraction well) 4 개를 설치하 다. 주입정으로 주입되는 공기

의  양은 20 L/min(+90 psi)으로 유량  압력 게이지를 이용하여 일정하게 조 하 으며, 4개 

추출정 각각은 5 L/min(-25 psi)로 유지하 다. Multi RAE IR® 분석기기(Multi-gas monitor, 

PGM-54, RAE Systems INC, USA)를 찰정  진공추출정에 라인에 연결하여 간헐 으로 

H2S, VOCs, CO2, LEL  O2 농도를 측정하 다. 3 개 지역 모두 공기주입 시간은 각각 48시

간이다.

   실험 종료 후 주입정 주상퇴 물의 평균 입도 분포범 는 만돌리 0.52~2.30 Φ

(Sand~muddy Sand), 하 리 2.90~4.51 Φ(silty Sand~muddy sandy Gravel), 상암리 

2.49~4.46 Φ(sandy Silt~muddy Gravel)이다. 상암리 지역은 주입된 공기가 주변 퇴 물과 반

응하지 않고 주입정 주 로 유출되는 단순환(short circuition) 상이 발생하여 향반경 추정

할 수 없었다. 산소 농도 20.6%를 장공기주입공법의 유효농도라고 가정하고 본 장실험에

서 추정한 향반경(effective radius of influence)은 식(1)과 같이 계산한 결과 만돌리(Sand, 

porosity 57.4%) 128.0 cm, 하 리(sandy Silt, porosity 54.1%) 85.7 cm이다. 주입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용존산소 농도는 반비례 계를 보 으며, 이는 포화 퇴 물내 처리가 곤란

한 유기성 물질들이 상 으로 처리가 쉬운 가스상 물질들로 환 가능함을 의미한다.

 

∙∙∙

∙
,  , air injection amount (m3/day);  , aerotropic sediment depth (m);  , coefficient of O2 (%/day);  , sediment volume rate, 식(1)  

      

 1. Albergaria et al., Remediation of sandy soils contaminated with hydrocarbons and 

halogenated hydrocarbons by soil vapour extrac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Vol.104,  pp.195-2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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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wide monitoring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in sediments and bivalves from Korean coastal 

waters

김은교1, 정윤선1, 정우창1, 신애화1, 이 경1, 이성규1, 윤병석2, 김성길2, 김성수2, 

문효방1

1한양 학교 해양융합과학과, 2해양환경 리공단 기후수질

Surface sediments and bivalves were collected at 25 stations from Korean coastal waters,  

to investigate spatial and temporal trends of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dibenzofurns (PCDD/F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DDTs, polycyclic aromatic 

hycrocarbons (PAHs) and tributyltin (TBT). Total concentrations of PCDD/Fs, PCBs, 

DDTs, PAHs and TBT in sediments were in the ranges of <LOQ-0.89 pg TEQ/g dry 

weight, 0.13-23.0 ng/g dry weight, <LOQ-13.8 ng/g dry weight, 11.0-1413 ng/g dry weight 

and 0.32-109 ng Sn/g dry weight, respectively. Total concentrations of PCDD/Fs, PCBs, 

DDTs, PAHs and TBT in bivalves were in the ranges of <LOQ-0.26 pg TEQ/g wet 

weight, <LOQ-71.5 ng/g dry weight, <LOQ-52.6 ng/g dry weight, 43.2-301 ng/g dry 

weight, 3.66-611 ng Sn/g dry weight. The overall spatial distribution of POPs. PAHs and 

TBT was similar between sediment and bivalve samples. The concentrations of POPs, 

PAHs and TBT in bivalves were approximately 2-6 times higher than those measured in 

sediments, suggesting bioaccumulation potentials of these contaminants in Korean coastal 

waters. The highest concentrations of POPs, PAHs and TBT were found in sediments and 

bivalves collected from southeastern coastal areas of Korea, which are characterized by 

industrial complexes and larger harbors in Korea.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major 

sources of POPs and related contaminants are derived from industrial and shipping 

activities. Significant decreasing trends were found for PCDD/Fs in sediments and TBT in 

bivalves, due to strong regulation on these contaminants. However, PCBs and DDTs did 

not show any temporal trends in sediments and bivalves from Korean coastal waters, 

suggesting long half-lives of these contaminants in marin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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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안 잘피 황  연구방향

               

이근섭

부산 학교 생명과학과

 잘피(seagrass)는 조하 에 분포하는 유일한 화식물로 연안  하구생태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이

며 연안생태계 정화  수산생산성 향상에 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세계 으로 5과 13속 60여

종이, 그리고 우리 연안에는 4속 9종의 잘피가 분포하며 최근에 열 성 잘피인 해호말(Halophila 

nipponica)이 남해 연안에서 발견되었다. 우리 연안에서 거머리말(Zostera marina)이 우 종이며 분

포면 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Phyllospadix 속은 말잘피라 불리며 동해안의 암반조하 에 주로 

분포한다. 최근에  세계 으로 잘피면 의 반이상이 주로 인 인 교란에 의해 이미 사라졌다

고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연안의 경우도 많게는 70-80%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수온

상승이나 태풍의 증가와 같은 기후변동도 잘피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연안에도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열 성의 잘피가 유입되었으며, 우리 연안 토착 잘피종의 경우 수온에서 최

의 생장을 보이므로 계속 인 수온상승은 우리 연안 토착 잘피종들에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추

정된다. 기후변동이 우리 연안 잘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악하고 효과 으로 잘피생육지

를 보존 리하기 해서는 잘피 생리생태학  특성의 악, 잘피군집 내 먹이망  생지화학  순환, 

유입잘피종의 향, 훼손된 잘피생육지 복원기법 개발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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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multi-spatial resolution satellite 

imageries for long term seagrass mapping in Korean 

coastal waters

김근용1, 김 용1, 최종국2, 이윤경2, 유주형2

1 남 학교 해양학과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성센터

  Seagrass beds perform a variety of functions as nursery habitats for juvenile fishes, nutrient 

cycling and sediment stabilization in coastal ecosystems. Despite the ecological importance, 

distributional information of seagass beds in Korean coastal water is insufficient due to limitation of 

research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used hydroacoustic system for collecting accurate ground 

truth data, and multi-spatial resolution satellite imageries for detection of seagrass beds. In 

reflectance spectra, reflectance shape of seagrass was distinct from unvegetated seawater, where 

seagrass show a peak reflectance at 550 and 700-800 nm, and peak reflectance of unvegetaed 

seawaters at 500-600 nm. The overall accuracy of satellite image classification showing 90% 

(kappa=0.85) based on hydroacoustic data.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 spatial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is produced seagrass distribution maps with reasonable accuracy. These seagrass 

mapping results will allow understand past changes and provide crucial information for management 

of their resources.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Population ecology and trophic diversity in amphipods 

within a temperate eelgrass ecosystem

               

정승진, 유옥환, 서해립, 강창근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포항공과대학교 해양대학원

 

Seagrass beds are diverse and productive components of coastal ecosystems. Amphipods 

often comprise a major component of their invertebrate fauna and may be among the most 

important secondary producers. Population ecology of amphipods was closely correlated with 

seagrass standing crop, suggesting that there is a biological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groups. 

The life-history patterns were annual and iteroparous with two principal periods of juvenile 

recruitment during the year; in spring and fall. The annual secondary production was higher than 

those observed for other amphipods inhabiting seagrass beds. The combination of high abundance 

and production suggests an important role for amphipods in the seagrass beds ecosystem as a 

trophic link from primary producers to higher consumers. A conjoint analysis of gut contents and 

stable C and N isotopes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main food sources and feeding habits of 

dominant amphipods in an eelgrass beds. Gut content observations demonstrated that, while 

Gammaropsis japonicus and Jassa slatteryi are herbivorous, feeding on epiphytes and detritus, 

Pontogeneia rostrata and Monocorophium acherusicum are omnivorous, feeding on mesozooplankton 

fragments and detritus. Stable isotope data confirmed that epiphytes, detritus, and mesozooplankton 

fragments were major food sources for amphipods in the eelgrass bed. Isotopic mixing model 

calculations clearly showed an interspecific difference in diet composition. A high isotopic 

dissimilarity between amphipod taxa demonstrated interspecific trophic diversity, reflecting their 

herbivorous (G. japonicus and J. slatteryi) and omnivorous (P. rostrata and M. acherusicum) feeding 

habits and confirmed the detrivorous feeding habits of caprellids. Such trophic diversity at 

interspecific level of the amphipod species indicates that they use different food resources within 

their microhabitats and play species-specific functional roles as mediators in trophic pathways from 

producers to higher-level consumers of the eelgrass ecosystem. Finally, our findings suggest that 

information on the species-specific trophic ecology of amphipods is needed to better understand 

their potential role in the trophic dynamics and carbon flow of seagrass bed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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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phic transfer between coastal habitats in a 

seagrass-dominated macrotidal embayment system as 

determined by stable isotope and fatty acid sign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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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isotope and fatty acid analyses were used to examine the trophic transfer at a seagrass 

bed and its adjacent shallow subtidal/intertidal habitats in a macrotidal embayment system in 

Korea. Suspended particulate organic matter (POM), sedimentary organic matter (SOM), benthic 

microalgae (BMA), green and decomposing leaves of Zostera marina, its epiphytes and a variety 

of consumers in different habitats were collected between May and June 2007. Z. marina, 

epiphytes and BMA were more 13C-enrichedthanoffshorePOM. δ13C values of consumers from all 

habitats overlapped with those of BMA, Z. marina leaves and epiphytes, indicating the trophic 

importance of locally produced organic matter. The dominant consumers had high amounts of 

biomarker fatty acids for diatoms, whereas their tissues contained very low amounts of seagrass 

biomarker fatty acids in all habitats. Furthermore, similarity in essential fatty composition 

between epiphytes, BMA, and consumer tissues indicates that the trophic role of Zostera-derived 

organic matter to the communities seemed to be minimal. The isotopic mixing-model showed 

that epiphytes and BMA served as major nutritional sources for consumer production in the 

seagrass and the adjacent intertidal habitats. Moreover, our results suggest that epiphytes and 

BMA outwell into the adjacent shallow subtidal habitats and provide considerable trophic subsidy 

for consumer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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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거머리말, 해호말)생장에 따른 퇴 물 내 황산염 

환원력 변화연구 

김보미나, 김성한, 목진숙, 유정식, 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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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지역에서 열 /아열 성 잘피종인 해호말(Halophila nipponica)이 찰

됨에 따라, 이들 외래종의 유입에 따른 잘피서식지의 생태/생지화학  환경변화에 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거머리말(Zostera marina)이 서식하는 정 (ZM), 외래

유입 잘피종인 해호말(Halophila nipponica)이 서식하는 정 (HN), 그리고 식생이 없는 정 (BS)에서, 

잘피생장에 따른 잘피 서식지의 생지화학  환경변화를 이해하기 해,  2012년 7, 8, 11월에 남해안 

미조면에 치한 잘피 서식지에서 퇴 물 내 공극수 지화학 성분(DIC, NH4
+), 총 환원황(Total 

reduced sulfur; TRS)  황산염 환원력(Sulfate reduction rate; SRR)을 조사하 다.  

공극수내 지화학 성분을 조사한 결과, 유기물 분해 결과 생성되는 DIC/NH4
+

의 비는 정  ZM, HN, 

BS에서 각 각 39-58, 46-69, 25-45 범 로 정  ZM과 HN에서 정  BS 보다 에서 최  2배 높게 측

정되었고, 식생이 활발할수록 DIC/NH4
+의 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생으로 인한 NH4

+의 재산화 

는 NH4
+ 

흡수의 결과로 여겨진다. 고형상 TRS 경우 정  ZM, HN, BS에서 각 각 515-872, 208-568, 

580-836 mmol m-2의 범 로 정  HN 보다 정  BS에서 최  3배 높게 측정되었고, 정  HN보다 

정  ZM에서 최  2배 높게 나타났다. 황산염 환원력은 정  ZM(4.40-25.26 mmol m-2 d-1)과 정  

HN(4.77-15.17 mmol m
-2

 d
-1

)에서 정  BS(2.33-11.82 mmol m
-2

 d
-1

)에 비해 최  2배 높게 나타났

다. 한, 황산염 환원력은 잘피의 지하부 생체량과 한 양의 상 계를 보 다(ZM-r2=0.9714, 

p=0.1081; HN-r2=0.9957, p=0.0146). 이러한 결과는 잘피의 뿌리를 통해 배출된 유기물이 황산염 환원

력을 증가시키고, 뿌리에서 공 되는 산소가 유기물 분해시 생성 된 황 환원물을 활발히 재산화 시키

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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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studies for seagrasses in the shallow coastal 

wat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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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는 연안이나 하구생태계를 구성하는 요한 생물자원으로 생리생태학  특성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990년 부터 활발히 진행된 잘피의 유 학  연구는 잘피 종간의 진화

 계를 규명하고 집단내 생리생태학  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다. 분자

계통분류학  연구는 종간의 진화  특성  종내의 지역  차이에 따른 변이를 규명하는데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개체군 유 학에 한 연구는 유  다양성이 잘피생육지

의 안정화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밝 왔다. 우리 연안의 잘피생육지는 자연  는 

인  교란에 의해 훼손되어왔으며, 이와 더불어 유 자원 역시 크게 감소하 을 것으로 단

된다. 기후변동과 같은 생태계 교란으로부터 잘피생육지를 보 하기 해 유  다양성에 

한 연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잘피개체군의 생리생태학  특성  유  다양성에 한 연구

는 잘피생육지의 유지  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연안의 생물 

종 다양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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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안의 잘피서식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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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연안에는 약 60 여종의 잘피가 자라고 있고, 우리나라 연안에는 9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6종은 보호 상 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잘피는 사계  지속 으로 합성으

로 높은 일차 생산성을 가지며, 잘피가 만든 유기물과 잘피 잎에 부착하여 생활하는 조류는 다

양한 해양 생물의 직 인 먹이원이 된다. 한 잘피서식지는 많은 해양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고 산란장과 치어 보육장을 제공하여 수산생산성과 하게 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수

십 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으로 매립이나 격한 부 양화 등의 인 인 요인으로 

잘피서식지가 격히 훼손되고 있다. 잘피서식지가 제공하는 생태  요성이 인식되면서 잘피

서식지 복원이 세계 으로 심을 끌고 있다. 잘피서식지를 성공 으로 조성하기 해서는 

상 종에 합한 복원 장소, 방법과 시기의 선정 등 체계 인 계획이 필수 이다. 지 까지 주

로 성체를 이식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고, 최근 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거머

리말, 포기거머리말, 왕거머리말 등 연성 질에 서식하는 잘피는 철사, 나무, 앵커 등으로 잘

피의 지하부를 고정시키는 다양한 이식방법들이 개발되어 바다숲 조성사업, 보호 상 해양생물 

이식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개방된 해역의 도가 심한 암반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최근 말잘피 이식방법이 개발되어 동해안에서 보호 상 해양생물 이식사업에 활용되

었다. 효율 인 잘피서식지 복원을 해서는 이식 후 지속 인 리가 요구되며, 존하는 잘

피서식지의 황 악과 보존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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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distribution of seagrasses in Jeju 

Island: management,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for 

seagrasses habitat

Sangil Kim, Yun Hee Kang and Sang Rul Park1*

School of Marine Biomedical Sciences, and Marine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Seagrasses have high productivity, play a pivotal role as nursery habitat for various marine 

organisms, and act as nutrient and sediment sinks. They are widely distributed throughout 

all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Jeju Island. Since 2000,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ecophysiology and habitat restoration of seagrasses on the 

southern coast.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still performed on current status and 

distribution of seagrasses in Jeju Island despite the importance in ecological roles of 

seagrasses habitat. Thus,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distribution of 

seagrasses to establish management policy of seagrass habitat in Jeju Isalnd. In this study, 

we will introduce current distribution of seagrasses and decline of seagrasses habitat to 

several disturbances compared to previous data. Our understanding of current status and 

distribution in seagrasses is critical for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eagrass 

habitats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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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hydrodynamics on growth and morphology 

of surfgrass Phyllospadix japo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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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잘피종들은 모래나 뻘질의 연성 질에 뿌리를 내리지만, Phyllospadix속의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암반에 부착하여 살아가는 특징을 가진다. 잘피종들이 부분 폐쇄된 만 

등에 분포하는 반면, 게바다말은 동해 남부 연안의 랑에 지가 강한 개방된 암반조하 에 

주로 분포한다. 일반 으로 잘피는 퇴 층의 풍부한 양염류를 뿌리로부터 흡수하지만, 

암반에 생육하는 게바다말은 주로 수층에서 잎 조직을 통하여 양염을 흡수한다. 따라서 

유속과 같은 유체역학이 양염 흡수능에 향을 미쳐 게바다말의 생장을 조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속에 따른 게바다말의 생장특성을 이해하기 해 유속이 

느린(방 제 내부)지역과 유속이 빠른(방 제 외부)지역에서 게바다말의 생장을 비교하 다. 

실험결과 유속이 빠른 지역이 유속에서 느린 지역에 비해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육 도  생체량 역시 유속이 빠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빠른 유속에 의해 

경계층(boundary layer)이 약화되어 생장과 합성에 필요한 양염류  이산화탄소등의 

흡수가 원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빠른 유속이 잎 조직이 서로 겹치는 것을 

방지하여 합성에 필요한 빛의 효과 인 흡수에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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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genetic variability of the seagrass 

Halophila nipponica, recently discovered in 

temperate coastal wat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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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phila nipponica는 2007년 남해안의 안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소록도, 욕지도, 남해

도, 거제도, 거문도 등에서 그 생육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서지역을 심으로 남해안 역

으로 그 분포가 확장된 것으로 단된다. H. nipponica는 한국의 남해안과 일본의 온 지역에

서만 분포하는 종으로, 일본에서 처음에는 H. ovalis로 오동정되었으나, 2006년 신종인 H. 

nipponica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는 분자계통분류를 이용하여 열 성 잘피 종인 H. nipponica

가 온 지역으로 유입된 경로를 추정해보고자 하 다. 한국과 일본에 분포하는 H. nipponica의 

ITS 염기서열 결과는 거의 동일하 다. H. nipponica가 포함된 그룹은 H. ovalis가 포함된 그

룹과 염기서열의 유사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H. nipponica는 진화 으로 H. ovalis로부터 

분화되어 쓰시마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유입되어 온 지역에 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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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dynamics of Zostera asiatica at different 

water depths on the eastern coast of Korea

김종 , 김재우, 김승 , 김 균, 이근섭

부산 학교 생명과학과

왕거머리말(Zostera asiatica)은 세계 으로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한정되어 분포하며, 우리나

라의 경우 동해안의 10미터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만 제한 으로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왕거

머리말이 동해안의 개방된 연안의 깊은 수심에서만 한정되어 분포하는 원인을 악하기 해 

수심이 얕은 지역(3m)으로 왕거머리말을 이식한 후 이식 개체의 생장을 깊은 수심에 분포하는 

자연 개체와 비교하 다. 잘피 이식은 2011년 10월에 수행하 고, 이후 매월 이식 개체의 생육

도, 생산성, 형태  특성, 합성 특성(상 자 달속도, 최  양자수율, 합성 효율, 포화

량)등을 측정하 다. 생육 도는 이식 후 3개월 동안은 감소하 지만 철부터 증가하여 여름

철에 감소하 고, 태풍의 향으로 9월 이후 격히 감소하 다. 얕은 곳에 이식된 개체의 잎

의 생산성은 2월을 제외하고는 깊은 수심에 치한 자연개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잎의 

비 한 이식 개체가 자연개체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식 기동안 이식개체의 최  양

자수율(Fv/Fm)과 최 상 자 달속도(rETRmax)는 자연개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자

연개체와 비슷하거나 낮은 값을 나타냈다. 합성 효율(α)은 이식개체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포화량(Ek)은 이식개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얕은 지역에 이식된 왕거머리말 개체들이 

얕은 수심의 환경에 잘 응하여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왕거머리말이 깊은 

수심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이유는 랑에 지가 강한 동해의 개방된 연안에서 수심이 깊을수

록 랑에 지의 향이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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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logical role of the intertidal seagrass Zostera 

japonica as a nutrients sink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Sangil Kim1, Kun-Seop Lee2 and Sang Rul Park1*

1School of Marine Biomedical Sciences, and Marine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Zostera japonica is mainly distributed in the intertidal and shallow subtidal zones. During 

the early 20
th 

century, this species was introduced from Japan to North America and 

spread along the Pacific North west coast of North America. In spite of the ecological 

importance of Z. japonica in the intertidal zones, most seagrass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Z. marina.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cological role of Z. japonica as a 

nutrients sink based on the measurements of productivity and tissue nutrients (carbon, 

nitrogen and phosphorus) content. Average total, above- and below-ground productivity per 

shoot was 0.56, 0.34 and 0.21 mg DW shoot
-1

day
-1

, respectively. Annual leaf production 

was 1.5 times higher compared to annual below-ground production. Estimated annual whole 

plant carbon, nitrogen and phosphorus incorporations based on shoot production and tissue 

nutrients content were 312.8 g C m
-2

y
-1

, 25.7 g N m
-2

y
-1 

and 1.6 g P m
-2

y
-1

, respectively. 

These values were higher than generally observed for Z. japonica in other geographical 

area. This indicates that Z. japonica meadows can incorporate a considerable amount of 

carbon, nitrogen and phosphorus in the intertid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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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eagrass monitoring network program 

(SeagrassNet) in Geoje Bay on the south coast of 

Korea

김승 , 김종 , 김재우, 김 균, 이근섭

부산 학교 생명과학과

잘피는 연안  하구 생태계에 분포하는 해양 화식물로서, 많은 해양생물들의 먹이원, 서식

처  산란장 등을 제공하는 요한 구성요소이다. 하지만  세계 으로 약 50% 이상의 잘피

생육지가 자연  요인  인  요인에 의해 사라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SeagrassNet은 2001

년에 설립된 “Global Seagrass Monitoring Network”로, 재 33개국 126개 지역에서 잘피생육

지의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7월, 거제만에 SeagrassNet 조사장소

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본 지역에는 애기거미리말,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이 

조간 부터 조하 까지 각기 다른 수심에 분포하고 있다. 잘피의 피도, 생체량  생육 도는 

계  변동을 나타내지만, 체 잘피종의 피도는 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애기거머

리말은 세 종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내었고, 반면에 거머리말의 경우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애기거머리말과 거머리말이 혼재하는 Transect B에서는 거머리말과 애기거머리말의 

증감이 서로 상반되는 경쟁 계를 보 다. 한 거머리말의 분포가 애기거머리말만이 존재하던 

조간  상부로 확산되는 것이 찰되었다. SeagrassNet 로그램은 잘피생육지의 효과 인 보

존과 리를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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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과학 교과서의 동해 해류도 분석  

해류모식도 제작에 한 제언

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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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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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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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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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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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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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과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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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학교 해양학과

4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해류는 기후변화, 지구상의 에 지 균형과 각 지역의 날씨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한 과학 교육에 있어서 정확한 해류모식도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다의 움직임에 한 사고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으

로서 매유 요하다. 많은 해양학자들이 지난 세기동안 해양의 순환과 물성을 측

하여 지역별 순환을 연구하고 해류모식도를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등과학교

과서에 제각각 서로 다른 해류도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교과서 해류

도의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가 만들어지게 된 가능한 원인에 하여 토의하며, 학생

들에게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한 통일된 해류모식도를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 방

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7종의 등과학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해류도를 비교하기 

하여 서로 다른 도법을 바탕으로 제작된 해류모식도를 디지털 상자료로 변환한 

후 메르카토르 도법을 사용하여 도법을 통일하 다. 변환된 해류모식도를 기존의 

문헌과 최근의 과학  지식과 비교함으로써 해류도의 특성을 정량 으로 분석하고 

조사하 다. 한해 에서의 마난류 분지 양상, 마난류 근해 분지의 북상 형태, 

동해 극 선 이남에서 사행하는 마난류의 외해 분지의 양상, 동해안을 따라 북상

하는 동한난류의 북상 범 , 이안 도, 쓰가루 해 과 소야 해 에서의 난류의 유

출 양상, 리만해류와 북한한류가 시작하는 도, 남하하는 범 , 연안으로 부터의 

거리 정도 등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이외에도 교과서 해류도의 잘못된 표 의 

문제 도 분석하여 제시한다. 한 교과서 해류도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최

신의 과학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등교과서 해류

도를 통일할 방안의 하나를 제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rresponding author: jieu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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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해류도제작 활동

              

변도성, 이주 , 박세 , 이은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해류정보는 해수의 순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 인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해양학계에는 통일된 우리나라 할해역을 포함한 주변해역에 한 

해류(모식)도가 없는 실정이다. 주된 이유  하나가 해류특성을 악하기 한 측자료가 아

직까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해류 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은 할해역에 하여 수십 년간 선박을 

이용한 표층해류와 연직수온염분(CTD) 측  인공 성 치추  표층뜰개(Surface Velocity 

Program-type)를 이용한 표층해류 측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 이들 측결과를 웹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해류특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랑

스 AVISO의 인공 성 고도계자료를 이용한 동해․북서태평양에 한 해류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하고 있으며 1993～2011년까지 월․계 ․연평균 표층해류도를 웹서비스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류 측과 더불어 통일된 해류도제작을 하여 수년간 해류도제작 연구

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02년에는 한국해양학회를 지원하여 기반기술연구를 통해 해류도 제작

방안을 마련하 다.  2003～2006년에는 부산  연구 을 지원하여 표층뜰개를 이용한 동해평균

해류장 개발과 랑스 AVISO에서 제공하는 인공 성 고도계 편차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동해 

표층해류도 제작시스템을 개발하 다. 2008～2012년에는 군산  연구 을 지원하여 동해평균해

류장을 업그 이드하 으며, MATLAB기반의 간편하고 다른 해역에 용성이 뛰어난 동해해

류도제작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한 조 측자료를 사용하여 정확도가 낮은 동해 연안의 

인공 성 고도계 편차자료를 보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새로 개발된 이 방법들이 

재 국립해양조사원의 동해와 북서태평양 해류도 자동제작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사용

되고 있다. 2011년에는 군산 ㆍ서울  연구 을 지원하여 과학  측결과와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학계 동해 문가들의 의견을 반 한 동해해류모식도 안을 작성하 으며, 동해 해류모

식도 작성 시 요구되는 기술요소를 개발하 다. 2012년에도 군산 ㆍ서울  연구 을 지원하여 

동해해류모식도에 해 학회 회원 등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을 반 하고

자 노력하 다. 이어서 우리나라 해역에 향을 주는 북서태평양에 한 해류모식도 작성을 시

도하 으며, 한 상 으로 측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해류모식도 작성이 쉽지 않는 황해에 

한 해류모식도 작성방안을 검토하 다.

  끝으로 지 까지 과학  연구결과와 가장 근 한 통일된 우리나라 주변해역 해류모식도를 

제작하기 해서는 활발한 연구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인 재정  지원과 함께 학계

의 심과 성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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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순환 모식도와 모델결과

이 호1, 방익찬1, 문일주1, 변도성2, 최병주3

1.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

2.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3. 군산 학교 해양학과

  이 연구에서는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로 계산한 북태평양 해수순

환 결과로부터 해류를 살펴보고 기존에 제시된 해류모식도와 비교해 보았다. 모델 

역은 북태평양 역과 남  20도까지를 포함하며 수평 격자간격은 1/4°와 1/10° 두 가

지 경우로 계산하 고 수직은 두 경우 모두 30층을 사용하 다. 기 해양은 WOA의 

월평균 수온과 염분 자료를 사용하 고 해수면에 가해지는 표면외력은 

COADS(Comprehensive Ocean Atmosphere Data Set)의 월평균 기상장을 사용하 다. 

  모델 계산은 해상도(1/4°) 모델에 월평균 기상장을 사용하여 300년 동안 스핀 업 

한 후에 재분석된 일평균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2000-2010년을 계산하 다. 일평균 기

상장을 사용한 결과는 월평균 기상장을 사용했을 때보다 해류가 강화되었고 측결과

와 유사하게 재 되었다. 고해상도(1/10°) 모델은 월평균 기상장으로 40년 동안 스핀 

업 한 후에 재분석 된 일평균 기상장을 이용하여 2000-2010년을 계산하 다. 고해상도 

모델의 결과는 해상도 모델 결과보다 해류가 더 강화되었는데 특히 도 해류와 쿠

로시오의 사행이 더 잘 모사되었으며, 해상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작은 와류(Eddy)

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해류모식도는 지역 으로 이루어진 해류와 물성 측을 결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역  해류모식도들을 북서태평양 체에 하여 종합하여 작성하 다. 모델을 통해 

계산된 해류를 해류모식도와 비교한 결과, 해상도와 고해상도 모델 모두 도 해류

나 쿠로시오와 같은 큰 해류는 반 으로 모식도와 유사하 으나 고해상도 모델이 모

식도에 좀 더 가깝게 모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를 들면, 해상도 모델에서는 

일본혼슈 동쪽에서 쿠로시오가 쯔가루 해 까지 북상하는 이른바 overshooting하는 결

과를 보 으나 고해상도 모델에서는 모식도와 유사하게 혼슈 동쪽에서 동진하는 결과

를 보 다. 한, 해상도 모델에서는 동해난류의 북상이 도 40°를 넘어가는 결과를 

보 으나 고해상도 모델에서는 모식도와 유사하게 속  동쪽에서 동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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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난류의 계절 변동성

              

조양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대마난류는 한반도의 기후와 주변 해역 생태계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류

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대마난류는 많은 연구자들과 해양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

람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32년 Uda는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대규모 해

양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과거 선원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대마난류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해류도를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Uda 

(1934)의 해류도는 대마난류가 쿠로시오에서 동중국해 대륙사면을 가로질러 대한해협

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해류가 대마난류의 중요한 기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관측 결과와 수치모델 결과는 대마난류의 기원과 수송량이 계절에 따라 크

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겨울철에는 쿠로시오에서 동중국해로 유입되는 해수가, 여

름철에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해수가 대마난류의 중요한 기원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계절 변화를 일으키는 주 요인은 바람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대마

난류의 수송량은 가을에 최대를 보이는데, 이는 가을철 동중국해에서 강한 북동풍에 의

해 대륙붕으로 유입되는 에크만 수송의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Uda, M. (1934), The results of simultaneous oceanographical investigations in 

the Japan Sea and its adjacent waters in May and June, J. Imp. Fish. Exp. Stn., 

5, 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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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동중국해의 해양순환과 해류: 관측중심

              

이흥재•조철호•이석•정경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보전연구부

 황해와 동 국해의 해양순환체계를 규명하기 해서는 계 별 해양특성과 흐름에 한 체계  

자료획득과 해류역학에 한 기반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1930년 에 특정기간 해양특성에 근

거하여 원시  순환모형이 제시되었고, 1980년 부터 해류계 측으로 해류역학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90년 부터 역수역에 성부이 투하로 해류도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 부터 2000년  반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 이 조사한 자료를 토 로 새롭게 

구성한 해양순환체계와 주요 해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1. Lie, H.-J. and C.-H. Cho.  Recent advances in understanding the circulation and 

hydrography of the East China Sea. Fish. Oceanogr., Vol. 11, pp.318-328, 2003.

2. Lie et al. Frontal circulation and westward transversal current at the Yellow Sea 

Entrance in winter. Submitted to JG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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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circulation 

pattern in the eastern East China 

Sea, constructed from float tracks 

and salinity distribution (Lie et 

al., 1988).

  

Fig. 2. A composite map of trajectories of 

57 satellite-tracked floats deployed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during 1991 to 

1998. The floats were released in saline 

water of salinity greater than 33.5 psu (Lie 

et al., 2000)

    

Fig. 3. A schematic circulation pattern, based on observational results in the 1990s. 

TWC and CWC denote Tsushima Warm Current and Cheju Warm Current, 

respectively. YSIF indicates the northwestward inflow of the CWC water into the 

Yellow Sea that is intermittently generated in winter. CDW denotes the offshore 

spreading of the discharge from the Changjiang River (Lie et al., 2003).



      

Fig. 4. Schematic circulation pattern 

at the southern Yellow Sea in winter 

(Lie et al., 2001)

Fig. 5. Schematic pattern of YS and ECS circulation in cold season. 1. Minzhe coastal 

current, 2. Taiwan warm current, 3. Kuroshio, 4. Kuroshio Branch Current, 5. YSWC, 

6. Chinese coastal current, 7. Korean coastal current, 8. CWC, and 9. Liaonan coastal 

current (Zang et al., 2003).

Fig.6. Schematic regional circulation at the southern entrance of the YS in winter. KC, 

TC, CC, SO, and IWC denote the southward Korean coastal current, the westward 

transversal current along the northern front, the southward Chinese coastal current from 

the north, the southeastward outflow along the southern front, and the northwestward 

intermittent warm current, respectively. TC is separated into TCR which is a 

recirculation part and TCJ which turns around the northwestern corner of the 

thermohaline front (Lie et al., 2012).



동해 평균 표층 해류 및 계절 변동 

              

이 동 규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1993년부터 인공 위성으로 관측된 해표면 고도 자료와 1996년도부터 위성추적 뜰개로부터  측

정된 해류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 표층의 평균 해류와 계절 변동을 연구하였다. 동해의 평균해류는 

대한 해협 서수도와 동수도를 지난 해류로 나누어지는데, 대한해협 서수도를 지난 해류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동한난류) 포항과 울진사이에서 해안을 떠나 울릉분지로 방향을 바꾸며 울릉분지에

서 울릉에디를 만들며, 이 에디의 영향을 받아 곡류를 만들며 동진하다 동해 해류로 명명된 해류가 

되고 동해해류는 수가루 해협을 통해 북태평양으로 유출된다. 대한해협 동수도를 통과한 해류는 오

끼 제도 근해까지 일본 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오끼 제도 서쪽 에서 동해 내부로 흐르며 동해해류와 

합류한다. 동해 북부는 전체적으로 표층 해류가 10 cm/s 미만으로 관측되었고, 평균적으로 관측되

는 표층해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마 난류로 알려진 대한해협 서수도를 통과하여 일본 해안

을 따라 북상하다 수가루 해협을 통해 북태평양에 유출되는 해류는 봄과 여름철에만 관측되었고, 북

한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리만해류 및 북한한류 또한 봄과 여름철에만 관측되어 평균해류도는 봄-

여름철 해류도와 가을-겨울 해류도로 나누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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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와 북서태평양 해류모식도 안 작성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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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 학교 해양학과

2
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3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4

서울 학교 과학교육과

우리나라 주변 해류 모식도 안을 제작하기 하여 동해, 황해, 북서태평양 각 해역별로 표층 

순환 특성을 정리하고, 그 동안의 해류 측  연구들을 통해서 그려진 해류모식도를 조사하

다. 해류모식도를 제시한 각 연구논문은 심지역의 해류를 측하고 지역  순환 체계를 분석

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까지 연구·발표된 이러한 해류모식도를 모아서 동해와 북서태평양의 

해류모식도 안을 제작하 다. 

동해의 해류는 시·공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장의 해류분포도로 나타내기 힘들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해류들의 평균 인 치를 선정하여 해류모식도 안을 

제작하 다. 동해 해류모식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측자료는 주로 표층 뜰개, 인공 성 고

도계, 해류계 그리고 수온과 염분 물성자료이다. 앞으로 HF radar를 이용한 측자료의 기여가 

클 것으로 기 된다. 동해 해류모식도 안 작성 후 이에 하여 해양학자들의 의견을 설문형식

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반 하여 수정하 다.

북서태평양의 해류모식도를 만들기 하여 해수순환을 연구한 연구논문과 서 에 발표된 해류 모

식도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쿠로시오의 기원, 만동쪽에서의 흐름, 동 해에서의 변동성, 일본 

남쪽에서 사행 그리고 일본 서쪽 35-36°N에서의 이안과 사행, 오야시오 해류에 한 측자료 등 

북서태평양 해류의 주요 특징을 심으로 문헌 조사가 이루어졌다. 참고문헌의 정보를 종합하여 

북서태평양 해류 모식도 안을 제작 에 있다.

황해에 해서도 앞선 해류모식도 제작 과정과 마찬가지로 과거 해류모식도 조사와 분석을 수

행하 다. 기존 해류 모식도들을 디지털화 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 이며 향후에 완성할 

정이다. 해류모식도는 기존에 발표된 해류모식도 뿐만 아니라 측자료에 근거하여 체계 으로 

만들어져야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한 보다 정확한 표층 해류 모식도를 만들

기 하여 필요한 해양 측 내용들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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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I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역 해류벡터도 작성

Mapping of the GOCI-based current vecto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최종국, 양 , 한희정, 유주형, 박 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성센터

세계 최 의 정지궤도 해양 측 성인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는 하루에 

여덟 번 한 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을 측한다. 따라서 연안 해수의 역동 인 변화를 

측하는 데 용이하며, 이를 기반으로 서해 연안에서 조석에 따른 표층 해수의 부유퇴 물 농

도 분포 변화를 측할 수 있다. 부유퇴 물 농도 분포도 상에 나타난 특정 패치를 한 시간 간

격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해류 이동과 련된 정보를 정량 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GOCI 기반으로 작성된 한 시간 간격의 부유퇴 물 농도 분포도에 하여 유사도 

알고리즘을 용함으로써 해류벡터도를 작성하고 검증하 다. 연구지역은 경기만 지역이며, 부

유퇴 물 농도 분포도 작성을 해  특성 측정  해수 샘  취득을 한 장조사를 수행

하 다. 한, 작성된 해류벡터도의 검증을 해 해류 속도와 방향에 한 장측정도 함께 수

행하 다. 작성된 해류벡터도는 물과 썰물 때의 연구지역에서 해류흐름을 비교  정확하게 

측하 으며, 이는 GOCI 자료 기반의 해류벡터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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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연안의 아열 성 식물 랑크톤 유입 경로에 한 연구

              

이주연, 김미리내, 장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계연구부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아열 성 식물 랑크톤의 국내 출  보고가 있어 그들의 유입 경로를 

악하고 토착화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수행하 다. 이를 하여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해역에서 

2012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16개의 정 에서, 8월 5일부터 10일까지 35개의 정 에서 각각 표층수

를 채수하여 출 한 아열 성 식물 랑크톤을 분류  계수하고 같은 시기의 동해에 향을 끼치는 해류

와 그 향력을 확인하 다. 조사 결과, 아열  종들은 주로 독도 인근에서 다수 출 한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5월에는 Cochlodinium sp., Dinophysis caudata, Gonyaulax spinifera, Ostreopsis sp., Phalacroma 

mitra가 출 하 으며 독도를 심으로 9개 정 에서 찰되어 8월에는 19개 정 을 추가 조사하 으나 

Cochlodinium  sp.를 제외한 4종이 7개 정 에서 찰되었다. 출  속을 비교하 을 때 5월에는 8개의 속

이 나타났으나, 8월에는 4개의 속만이 출 하 으며 부분이 규조류로 나타났다. 5월 조사 시 생물량은 

30.6~252.6 cells L-1의 범 를 보 으며 제 1 우 종은 Chaetoceros curvisetus, Chroomonas  sp., 

Corymbellus aureus, Leptocylindrus minimus, Proroboscia alata, Prorocentrum balticum  로 나타났다. 

8월 조사 시 생물량은 35.0~260.0 cells L-1의 범 를 나타내 5월과 비슷한 결과를 보 으며, 제 1 우 종으

로 Chaetoceros affinis, Ch. curvisetus, Gymnodinium  sp., Leptocylindrus minimus, Nitzschia  sp., 

Rhodomonas sp., Thalassiosira  sp.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 으로 5월 조사 시기가 8월보다 수온이 

낮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열  종이 5월 조사시기에 8월 조사 시 만큼 찰된 것은 고온 고염한 마 

난류수에 의한 향력이 5월에 독도 인근 해역에서 컸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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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단세포 녹조류의 다양성 

 임수연1, 신웅기1, 최한구2 
1충남 학교 생물학과, 2극지연구소 생명과학연구부 

    본 연구는 극지 단세포 녹조류의 계통 분류학  유연 계와 다양성을 알아보기 해 형태

자료와 분자자료를 분석하 다. 총 41개 배양주를 분석하 다. 형태자료는 세포의 모양과 크기

를 분석하 다. 이들의 형태는 체 으로 둥근 형태 으며, 핵과 엽록체의 모양, 피 노이드를 

찰 할 수 있었다. 분자자료는 핵의 SSU rDNA 염기서열과 기존의 염기서열을 사용하여 

Bayesian  Maximum Likelihood (ML) 방법으로 계통분석을 하 다. 분석된 41개 배양주는 

31개의 과와 2개의 강(Chlorophyceae, Trebouxiophyceae)에 다양하게 분포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극지 단세포 녹조류의 종  유  다양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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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해조류의 다양성과 계통학  유연 계

              

최한구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북극권에는 북극해의 주변에 해당하는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의 북부에 생육하는 해조류가 공통

으로 분포할 뿐만 아니라 멕시코 난류의 향으로 북 서양 연안에 생육하는 해조류도 일부 생육

하므로 종 조성이 비교  다양하나 고유종의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편이다. 한

편, 오랜 동안 남극순환해류에 의해 물리 으로 격리되어 온 남극권에 생육하는 해조류는 종 조성

이 비교  단순하지만, 고유종의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편이다.

북극과 남극 해역에는 혹독한 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들보다 매우 은 수의 해조류의 종들이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남극 해역에서는 약 220여종의 해조류가 북극 해역에서는 90여종

의 해조류가 생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계 해역에서 보고된 홍조류 약 600속 5500여종, 갈

조류 265속 2000여종, 녹조류 약 500속 8000종에 이르는 해조류의 다양성에 비춰볼 때, 극히 일부의 

조류만이 극지방과 주변 해역에 생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약한 해조상에도 불

구하고 극지에 생육하는 해조류의 상당수는 이들 지역의 고유종으로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친 해조

류의 다양성과 계통, 생물지리  진화의 연구에서 매우 요하게 다 지고 있다.

북극권에서는 지 까지 38종의 녹조류와 60종의 갈조류 그리고 59종의 홍조류가 보고되었으며, 이

 약 10%가 이 지역의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남극권에서는 지 까지 17종의 녹조류와 27

종의 갈조류 그리고 75종의 홍조류가 보고되었으며, 이  약 33%가 이 지역의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륙의 이동과 지구 기후의 격한 변화 그리고 인  이입에 의한 형 해조류의 다양성과 

분포의 변화는 제 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극지에만 분포하는 극지 고유종과 인근 륙

에도 리 분포하는 역 분포종 그리고 최근에 새로이 생육이 보고되고 있는 이입종에 한 다양

성과 계통  생물지리 연구는 생물의 진화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합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와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생육하는 형 해조류에 한 다양성 연구로 갈조

류 75 종 201 개체, 홍조류 79 종 179 개체에 한 미토콘드리아의 cox1 유 자 염기서열 자료를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 갈조류에서는 종내 변이 0-5 bp (0-0.76%)와 종간 변이 9-107 bp 

(1.37-16.26%), 홍조류에서는 종내 변이 0-4 bp (0-0.6%)와 종간 변이 10-104 bp (1.51-15.67%)로 

cox1 자료로 종간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계통학  유연 계 분석을 하여 핵

의 SSU rDNA와 엽록체의 rbcL 유 자의 염기서열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 다.

본 발표에서는 극지에 생육하는 해조류 주요 분류군에 한 다양성과 계통학  유연 계 연구 

련 국내, 외 연구 동향과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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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요각류의 분자계통연구와 극지 모델생물의 구축  

              
김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요각류는 지동물 갑각강에 속하는 몸길이 0.1mm 에서 23cm에 이르는 동물 랑크톤이다. 약 

3-5 억년 에 다른 지동물들에서 갈라져 나온 뒤 서서히 서식 역을 넓  응 진화하면서 1만 

미터 깊이의 심해 에서 히말라야 고지 , 남북극 빙상, 200 ppt이상의 고염도 물에서 담수에 이르는 

 지구  서식처와 다양한 체형 분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담수, 해양생태계에 주요 1차 소비자

인 동시에 기후변화에 민감한 생물 지표종, 상업 으로 요한 다른 동식물을 숙주로 하는 기생종, 

수인성 염병의 매개자 역할로도 알려져 있다.  

요각류는 재까지 10목, 200과 1,3000 종들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  남극, 북극 체에는 600 종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상 으로 생물 다양성이 낮은 극지해역에서도 우 종을 이루고 있다. 본 연

구는 북극 Labrador 해역의 표층 총 샘물량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 종 Calanus hyperboreus의 

미토콘드리아 게놈을 분석하 고, 이들 유 정보를 바탕으로 분자계통연구를 수행하 다. 

재까지 알려져 있는 6종의 요각류를 포함한 갑각강 70 여종의 미토콘드리아 게놈 내 유 정보

의 비교분석을 통해 1 ) 처음으로 Calanoida에서 체 미토콘드리아 게놈을 보고하 고, 2 ) 북극 C. 

hyperboreus 미토콘드리아 게놈 내에서 잘 보존된 pan-crustacean basal pattern을 확인하 고, 3 ) 

calanoid 만이 온 한 ATP8 유 자를 가지고 있으며 non-calanoid들은 ATP8 유 자가 소실 는 

부분 소실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형태  분자 data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Calanoida가 계통수에서 ancestral position을 차지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재까지 논란이 

많았던 요각류의 계통수 연구에 체 미토콘드리아 게놈 정보가 강력한 tool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한편, 남극의 종 분포와 생물상은 고립된 극지 환경에 따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를 보여

주는 총  결과물로써, 특정 담수 종들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포 인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한 지표인 동시에 향후 생물들의 진화 방향을 측하는 토 를 제공한다. 남극 담수 

요각류가 이 같은 연구에 합하다고 단하 고 세종기지 주변 호수에서 채집한 Boeckella poppei

의 미토콘드리아 게놈 정보를 분석 이며 이를 통해 남, 북극 요각류의 진화  차이와 계통학  

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 이 담수 요각류를 극한 환경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 , 생화학  

응 기작 연구를 한 극지 표 모델동물로 구축하기 해 배양 이며 이들의 생리  특성, 

metabolite, lipid compoistion을 분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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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littoral Zone of Marian Cove, King George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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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the first preliminary systematic accounts of amphipods from Marian Cove, near 
King Sejong Station,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We conducted surveys in January 2011 and 
January 2012, at 11 localities in Marian Cove. We collected samples from the shallow sublittoral 
zone, at a depth of 0–30 m, by scuba diving, hand-netting, boat-netting, light-trapping, and 
bait-trapping. We identified a total of 22 amphipod species, belonging to 12 families. Of these, 
five species were new for Maxwell Bay, to which Marian Cove belongs. Our findings increase 
the amphipod fauna of Maxwell Bay from the previous 55 species, to 60gammaridean amphipods. 
The dominant species in the shallow sublittoral zone of Marian Cove were Cheirimedon 
femoratus and Gondogeneia antarctica, followed by Bovallia gigantea, Orchomenella sp., 
Paradexamine fissicauda, Prostebbingia brevicornis, Pariphimedia integricauda, and Jassa 
wand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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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해양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의 국내 현황

 

민기식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조건을 가진 대륙으로 인간의 접근이 매우 어렵지만, 

이미 250여 년 이전부터 생물상 연구가 시작되어 19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현재 8,0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남극은 남극순환류 (ACC)란 차단벽에 의해 주변 지역과의 

해류 및 공기의 교류가 제한되면서, 독특한 극한 환경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립이 

최소 2,000만년 (에오세와 플라이오세 경계시대)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고립으로 남극은 독특한 생물상을 유지하게 되어 해양생물의 경우, 지구상의 어떤 

지역보다 높은 50% 이상의 고유종 (endemic species) 비율을 보인다. 

우리의 극지 연구는 1987년 한국해양연구소 부설 극지연구실이 개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칠레, 아르

헨티나 등 극지 선진국들과 활발히 경쟁하면서 비록 25년이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연구

진에 의해서 이루어진 남극 신종 기록은 박테리아 14종 (2012년 3월 현재)과 무척추동물 4종 

(요각류 3종, 섬모충류 1종) 등 18종이 전부였다. 자료수합 과정에 일부 누락된 종이 있을 수 있

겠지만, 박테리아를 제외하면, 불과 4종의 동식물만이 남극에서 국내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된 것

은 분류학 분야의 연구 부진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한편 북극에서는 박테리아 

3종만이 신종으로 발표 되었고 (2012년 3월 현재), 식물과 동물을 망라해서 어떤 진핵생물도 국

내 연구진에 의해서 신종으로 발표된 적이 없다. 

극지 신종 발표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한국과 같은 극지 

후발국에서 신종 발표가 많지 않음은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헌

에 의하면 현재 남극에 알려진 고유종의 20% 이상이 국내 극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다른 극지 선진국에 비하면 국내 연구자의 

신종 발표 수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분류학을 기반으로 하는 생물상 자료는 과거부터 환경 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

본 자료로 인식되어 온 환경영향 평가의 가장 중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시대

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관점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환경요소보다도, 생물만큼 정확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환경 변화 양상을 보

여주는 인자가 아직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기후변화 등 최근의 환경문제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극지 생물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

구되는 시대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극지 생물은 극한적 서식지에 

적응 과정에 유용한 천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극지 생물

상에 대한 연구는 환경적 측면 외에 자원 개발이란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척추동물의 경우 최소 35개 이상의 문 (phylum)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류군의 특징

이 독특하여, 극지의 다양한 무척추동물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 분류군에 대한 높은 전

문성을 가진 많은 분류학자가 연구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할때, 극지

의 다양한 생물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내 분류학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점진

적인 상호교류와 공동연구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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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and functional studies on an ice-binding 

protein (LeIBP) from Arctic yeast

이 , 도학원, 이성구, 김학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Psychrophilic Arctic yeast Leucosporidium sp. produces a glycosylated ice-binding protein 

(LeIBP) with a molecular mass of approximately 25 kDa, which can lower the freezing 

point below the melting point once it binds to ice. LeIBP exhibits low amino acid sequence 

similarity to other antifreeze proteins with known protein structures. Here, we report the 

crystal structures of non-glycosylated LeIBP and glycosylated LeIBP at 1.57 Å and 2.43 Å

resolution, respectively. Structural analysis of the LeIBPs revealed a dimeric right-handed β

-helix fold, which is composed of three parts: a large coiled structural domain, a long helix 

region (residues 96-115 form a long α-helix that packs along one face of the β-helix) and 

a C-terminal hydrophobic loop region (243-PFVPAPEVV-251). Unexpectedly, the 

C-terminal hydrophobic loop region has an extended conformation pointing away from the 

body of the coiled structural domain and forms intertwined dimer interactions. In addition, 

structural analysis of glycosylated LeIBP with sugar moieties attached to Asn185 provides 

a basis for interpreting previous biochemical analyses as well as the increased stability and 

secretion of glycosylated LeIBP. We also determined that the aligned Thr/Ser/Ala residues 

are critical for ice binding within the B face of LeIBP using site-directed mutagenesis. 

Although LeIBP has a common β-helical fold similar to that of canonical hyperactive 

antifreeze proteins, the ice-binding site is more complex and does not have a simple 

ice-binding motif. In conclusion, we propose an ice-binding model and discuss differences 

in the ice-binding modes of LeIBP compared to other known AFPs and IBPs.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Crystal structure and antifreeze properties of an 

ice-binding protein from Antarctic bacteria, 

Flavobacterium frigoris PS1

 

도학원, 이 , 이성구, 김학

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극지과학과

Ice-binding proteins (IBPs) representing one of the cold adaptation mechanism inhibit ice 

growth through direct interaction with ice crystal that permit polar organisms’ survival in 

extremely cold environment. FfIBP is an ice-binding protein encoded by Antarctic bacteria, 

FlavobacteriumfrigorisPS1 isolated from sea ice on the shore of McMurdo Sound and the 

X-ray crystal structure of FfIBP was determined to 2.1 Å resolution to gain insight into 

its ice-binding mechanism. The refined structure of FfIBP shows an intramolecular 

disulfide bond and it behaves a monomer in solution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tical 

ultra-centrifugation and analytical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The sequence alignments 

and structural comparisons of IBPs allowed us to define two groups in IBPs depending on 

sequence difference between β5 and β6 loop region and the presence of disulfide-bond. 

Although FfIBP closely resembles LeIBP in its amino acid sequences, the thermal 

hysteresis (TH) activity of FfIBP appears 10-fold higher than that of LeIBP. A comparison 

of this structure to that of LeIBP reveals that FfIBP has different ice-binding residues as 

well as increased surface area of the ice binding site. Notably, the ice-binding site of 

FfIBP is composed of T-X-A/G-T/N motif instead T-X-T/N motif, which is similar with 

ice-binding residues of hyper-active antifreeze proteins but makes possible surface binding 

to ice broader. Thus, we propose that the TH activity difference between FfIBP and LeIBP 

may come from the composition of amino acid in ice-binding site that correlates with 

different affinity and surface complementarity with the ice crystal.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the molecular basis for understanding the antifreeze mechanism of FfIBP and 

gives new insights into the reasons of higher TH activity of FfIBP compared with LeI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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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antifreeze proteins from Antarctic 

microalgae

진언선, 정웅식, 곽윤호

한양 학교 자연과학 학 생명과학과

  Antifreeze proteins (AFP) have an ability to bind ice crystals and cause thermal 

hysteresis (TH) which lowers the freezing temperature without affecting the melting point. 

Thereby, AFPs have already been applied in various areas such as food, medical, 

cryopreservation and cold hardness of crop plant. Here, AFP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sychrophilic adaptation were isolated and characterized from Antarctic microalgae. 

The AFP genes (Cn-AFP and Cn-isoAFP) from the Antarctic marine diatom, Chaetoceros 

neogracile were cloned and characterized. The Cn-AFP and Cn-isoAFP consisted of 282 

amino acid (29.2 kDa) and 284 amino acid (29.2 kDa) from deduction of corresponding 

ORFs, respectively. The similarity of Cn-AFP and Cn-isoAFP was 74.6% and Cn-AFPs 

showed a significant homology with the AFPs or IBPs from other psychrophilic organisms. 

Recombinant Cn-AFP expressed from E. coli showed TH activity of approximately 1.28 
o

C 

at the concentration of 10 mg/ml. The ice crystal shapes changed to burst forms in the 

direction of perpendicular to c-axis in the presence of the recombinant mature Cn-AFP, 

while single ice crystal showed a circular disk shape in an absence of Cn-AFP. Two AFP 

isoform cDNAs were isolated from cDNA library of P. gelidicola and the molecular 

weights of the P. gelidicola AFPs (Pg-AFPs) were estimated to be 26.4 (Pg-1-AFP) and 

27.1 kDa (Pg-2-AFP), respectively.  The purified recombinant Pg-1-rAFP and Pg-2-rAFP 

both showed antifreeze activities based on the measurement of TH and morphological 

changes to single ice crystals. Pg-1-rAFP exhibited snowflake-like ice crystal growth with 

a TH value of 0.6±0.02 
o

C. Single ice crystals in Pg-2-rAFP showed a dendritic 

morphology with a TH value of 0.25±0.02 oC at the same protein concentration of 15 

mg/ml. Based on in silico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the 3-D structure of Cn-AFPs and 

Pg-AFPs was suggested to be right-handed β-helix flanked by an α-helix. U nlike the 

hyperactive insect AF P s, the proposed ice-binding site on one of the flat β-helical 

surfaces, is neither regular nor w ell-con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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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rctic antifreeze protein in the 

cryopreservation of mammalian cells

 

심혜은, 이성구, 이 , 김학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Antifreeze proteins (AFPs) are a group of proteins that protect organisms to survive in 

subzero environments and could be considered as natural cryoprotectant agents. The 

proteins possess thermal hysteresis (TH) and ice recrystallization inhibition (IRI) activities. 

In our previous studies, we found that the Arctic yeast sp. AY30. produces an AFP 

(LeIBP), and the protein could be successfully produced in  Pichia expression system. In 

the present study we showed that the efficacy of recombinant LeIBP in mammalian cells 

cryopreservation. Mammalian cells tested in this study were human cancer cells, 

keratinocytes, and mouse embryonic fibroblasts. The results show that common amount of 

dimethylsulfoxide (DMSO) and fetal bovine serum (FBS) could be reduced down to 5% 

each of both by using LeIBP. Cell viability was significantly enhanced in the presence of 

LeIBP in FBS and DMSO-based cryoprotective solution. Thu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bility of LeIBP to inhibit ice recrystallization helps the mammalian cells avoid 

critically damaging electrolyte concentrations, which are known as solution effects.

 

Keywords: Arctic yeast, Leucosporidium sp. AY30, antifreeze proteins, cryopreservation, 

mammalian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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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rate of mycosporine-like amino acids using 

carbon stable isotope on the melting ponds in Arctic

하선용, 민 오, 주형민, 정경호, 강성호, 신경훈1

 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
1 한양 학교 해양융합과학과

 북극해 해빙에 존재하는 melting pond  척치해 표층해수의 식물 랑크톤에 의해 생성되는 

mycosporine-like amino acids (MAAs)의 생산력을 탄소안정동 원소 추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국내 쇄빙선 아라온을 통하여 서북극 척치해  북  82도에 치한 

melting pond등 총 4개 정 에서 PC병 (PAR+UVA)과 석 병(PAR+UVA+UVB)을 이용한 장배양 

실험을 실시하 다. Melting pond의 chl a 농도는 0.36에서 0.41 μg L-1 (평균 0.38 (SD= ±0.02) μg 

L
-1

)의 값을 보이는 반면 척치해 표층해수의 chl a 농도는 0.05에서 0.17 μg L
-1

 (평균 0.11 (SD= 

±0.06) μg L
-1

)으로 melting pond 정 보다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 MAAs 생산력은 

open melting pond에서 최 값 1.44 (SD= ±0.24) ngC L-1 hr-1의 값을 보이고, closed melting pond

에서 최소값 0.05 (SD= ±0.003) ngC L
-1

 hr
-1

의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척치해 표층해수의 MAAs 

생산력은 자외선에 향을 받아 최  0.06 (SD= ±0.03) ngC L
-1

 hr
-1

을 보이는 반면 최소값

(0.008 (SD= ±0.002) ngC L-1 hr-1)은 자외선을 차단한 배양에서 보이고 있다. Melting pond의 

MAAs 생산력은 open sea의 MAAs 생산력 보다 상 으로 높고, melting water에 향을 받은 

pond 내 식물 랑크톤은 삼투압 조 을 하여 MAAs 활성이 다른 해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open sea에 서식하는 식물 랑크톤의 MAAs 생산력은 melting pond 와는 다르게 

자외선에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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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에 유입된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과 

재성장능력평가

  
              

백승호, 장민철, 신경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에 입항하는 국제선을 상으로 선박평형수내 환경요인과 식물 랑크

톤의 군집조성을 악하는 것과 더불어, 생물활성실험을 수행하 다. 선박평형수내 식물 랑크

톤의 존량과 출 종수는 평형수 취수후 체류시간이 짧은 선박에서 높게 나타났고, 그들의 구

성종은 규조류, 와편모조류, 규산질편모조류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항에서 Spring Lyra의 질산

염과 인산염구배 실험에서 염 농도의 증가와 더불어 형 값이 증가하 고, 질산염을 첨가

하지 않은 control구에서 생물의 활성이 거의 찰되지 않았으나, 인산염control구에서는 일정

의 형 값을 유지하 다. 선박평형수내 유입된 식물 랑크톤 성장은 어떤 수온 조건에서도 선

박평형수 실험구에서는 성공 인 재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변수와 주변수에 양염을 

첨가한 F/2 실험구 식물 랑크톤의 생물활성능이 히 높았다. 그  Han Yang에서는 

Thalassiosira sp.가, Modern Express에서는 Thalassiosira pacifica와Odontella aurita 가 각각 

우 하 고, Asian legend의 10˚C 에서는 C. pseudocurvisetus가 극우  하 고, 20̊ C조건에서 

Thalassiosira sp.와 Diploneis sp. 가 각각 성공 으로 정착가능하 다. 기수유역에서 취수한

Han Yang 과Modern Express의 선박평형수에서는 담수종은 0-5 psu에서, 해수종은 10-25 

psu에서 각각 응하여 염분구배에 따른 재성장능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담수조건인 염분0 

psu에서는 담수성 남조류의 출 이 형 값에 기여하 고, 5 psu에서는 동정이 불가능한 5 µm 

이하의 작은 크기의 생물이 우 하 다. 이후 10-25 psu 에서 T. pacifica와 S. costatum가 높

은 도로 재성장에 성공하 고, 25-30 psu에서는 T. pacifica 와 O. aurita가 각각 우 하여 

염분구배에 따른 활성과 재성장능이 뚜렷이 구분이 된 것이 특이 이 다. 결과 으로 기수해

역에서 취수한 선박평형수의 생물들은 배출될 해역이 설령 담수유역이나 해수유역 어느쪽으로 

해역에 옮겨진다고 가정하여도 그들은 특정해역의 염분에 잘 응하여 성공  정착가능할 것

으로 단된다. 특히 선박평형수에서 단일종을 분리 배양한 Thalassiosira pseudonana를 상

으로 염분과 수온 응실험은 한 결과, 높은 수온(>15°C)에서는 염분이 0-30psu에서 각각 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수온에서는(5-10°C), 담수조건의 염분에서는 응하는 못하

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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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sequencing 기술을 이용한 식물 랑크톤 조사  

해양외래종 연구의 활용 가능성

(Pyrosequencing surveys of phytoplankton diversity and their applicability 

for invasive species)

기장서* 

(상명 학교 생명과학과, *e-mail: kijs@smu.ac.kr)

Molecular studies via metagenomic techniques have greatly expanded our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y of microalgae in environmental samples. As one of 

metagenomics tools, 454 pyrosequencing utilizing the SSU that produces thousands of reads 

from a single sample has revolutionized the study of natural microbial communities via a 

so-called ‘deep sequencing’ approach. The SSU amplicon pyrosequencing has become a 

widespread approach for phytoplankton diversity studies. In this study, we reviewed 

molecular properties and advantages of various markers or regions which have been used 

for the SSU pyrosequencing of microalgae. These include nuclear rDNA genes (e.g. SSU, 

ITS, LSU rDNA). These gene markers or regions have different sequence variability and 

evolution rate according to themselves and taxonomic categories. At the beginning, the 

nuclear SSU rDNA have used for wide-range phylogenetic analyses; it has been replaced 

by 28S rDNA, mainly due to low resolutions at the genus and species level. However, the 

SSU rDNA has been reconsidered in taxonomic discriminations of environmental samples 

using high-throughput sequencing techniques (e.g. 454 pyrosequencing), because the largest 

comparable sequence data. In addition, hyper-variable regions in the 18S showed much 

higher taxonomic resolution even in species level, compared with complete sequences of the 

gene. This study highlights the proper selection of gene markers for pyrosequencing survey 

of microalgae, and application for monitoring invasive species in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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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otentially risky and foreign 

species through port baseline surveys at international Korean seaports

강정훈, 권오윤, 장민철, 신경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부

Ongoing port baseline surveys are essential for developing ballast water management procedures in 

order to control unwanted or potentially risky speci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search foreign 

and harmful species and thei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rom port environment which is 

vulnerable to ballast water discharged from commercial ships. Communities of phyto- and 

zooplankton have been investigated seasonally at seaports of Incheon, Gwangyang and Ulsan from 

2009 to 2011. During the study period, 25 potentially risky phytoplankton were consisted of 20 

red-tide species and 5 toxic species. Distributional features of the red-tide phytoplankton we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 physical factors such as salinity, dissolved oxygen and pH (p<0.05). 

However, distribution of the toxic species was affected positively by chemical factors like nitrate 

and chemical oxygen demand (p<0.01). From zooplankton, Acartia copepods have been introduced 

and propagated beyond their natural range due to their ability producing resting egg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and total suspended solid 

were better predictors of the variation in Acartia species at the seaports during the study than 

chlorophyll-a concentration when food was not limiting condition. Dinoflagellate Noctiluca scintillans 

are also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harmful species because it has ability to increase their number 

rapidly, and cause excretion of ammonia, decrease of dissolved oxygen and clogging to death of 

fish. However, abundances of N. scintillans observed at the three surveyed ports did not 

significantly (p>0.01) affect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oxygen in the surface layer, indicating 

that the species abundances were not enough to cause reduction of dissolved oxygen during the 

study period. Gwangyang seaport is recognized as the most suitable environment for a wide range 

of N. scintillans blooming compared Incheon and Ulsan sea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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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pid Assessment Survey of Macrobenthic Invasive 

Species in Korean Waters 

 Jae-Sang Hong1, Keun-Hyung Choi2, Sungtae Kim1, Chae-Lin Lee1, and 

Cheol Yu1 
1Department of Ocean Sciences, Inha University, Incheon 402-751, Korea

2South Sea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Jangmok-myeon, Geoje-si, Gyungnam-do 656-830, Korea

 The rapid assessment survey for marine bioinvasions was conducted to detect introduced 

species and collect spatial baseline data in Korean waters from May 2010 to March 2013.  

A total of 97 stations from 42 ports were surveyed, mainly  consisting of dock-fouling 

stations and adjacent buoys and other floating materials. Material was sampled by a 

variety of techniques and examined in the field and laboratory.  

 We report here the 15 major invasive species together with the distribution status in 

Korean waters. Those species are one Sponge, two Bryozoans, three Mollusks, one 

Polychaete, four Cirripedes, and four Ascidians as follows;

1. Halichondria bowerbanki Burton, 1930 보어밴키해면

2. Bugula neritina (Linnaeus, 1758) 큰다발이끼벌

3. Schizoporella unicornis (Johnston in Wood, 1844) 한구멍이끼벌

4. Crepidula onyx Sowerby, 1824 뚱뚱이 짚신고둥

5. Mytilus galloprovincialis Lamarck, 1819 지 해 담치

6. Xenostrobus securis (Lamarck, 1819) 바다살이민물담치

7. Ficopomatus enigmaticus (Fauvel, 1923) 트럼펫석회 갯지 이

8.  Balanus amphitrite Darwin, 1854 주걱따개비

9.  Balanus eburneus Gould, 1841 닻따개비

10.  Balanus perforatus Bruguière, 1789 화산따개비

11.  Balanus improvisus Darwin, 1854 흰따개비

12. Ciona intestinalis (Linnaeus, 1767) 유령멍게

13. Botrylloides spp.  군체 멍게류

14. Styela plicata (Lesueur, 1823) 주름 미더덕

15. Ascidiella aspersa (Müller, 1776)

 

 Two of these invasive species, a serpulid polychaete Ficopomatus enigmaticus (Fauvel, 

1923) and a mytilid bivalve Xenostrobus securis (Lamarck, 1819), are newly recorded in 

Korean waters by this rapid assessmen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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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ng dispersal of marine invasive species using 

habitat niche modelling
 

           

최 근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평형수센터

      Ecological changes as a consequence of introduced species are among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concerns facing the marine environment, yet an issue largely overlooked 

by scientific, environmental, and regulatory communities. Habitat models to predict 

dispersal of established introduced populations have been widely applied for many 

invasive organisms.  This would provide managers a valuable tool for adaptive 

management of ecosystem in minimizing the spreading of not-wanted species. In this 

talk, I will present examples of successful prediction of dispersal of invasive species 

with the assistance of habitat niche modelling, and its applicability to Korean waters for 

species of already invaded or potential inva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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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무역항의 식물 랑크톤 군집구조와 

외래유입종에 한 연구

김성 , 박종규

군산 학교 해양학과

선박평형수에 의한 식물 랑크톤의 확산은 유해 조로 인해 수산업 는 인류 보건등 

사회 ·경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식물 랑크

톤의 황을 악하기 해 기존에 서식하는 식물 랑크톤을 악하고 외부유입종을 확인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 11개항 주요항만에서 출 한 식

물 랑크톤 종을 악하여 외래종을 구분하고자 하 다. 물류이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1985년을 기 으로 이 을 1세 , 국내 식물 랑크톤을 기록한 문헌을 참고로 1985∼1990년 

후반을 2세 로, 그 이후를 3세 로 구분하 다. 조사 기간 체 출 종은 346종으로 돌말

류 219종(63.3%), 와편모류  침편모류 80종(23.1%)이었다. 세 별보면 돌말류는 1세  122

종, 2세  35종, 3세  12종이었고, 와편모류  침편모류는 1세  21종, 2세  23종, 3세  

13종이었다. 하지만 이  국내기록종 만을 기 으로 외부유입종을 분류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 같다. DNA분석과 같은 첨단 분류기법의 발달로 최근 들어 신종이 크게 증가하

고, 국내에 분포하지만 동정하지 못했던 종들을 SEM등과 같은 고분해능의 장비로 동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시료를 수집 는 채집하여  분류기법으로 재분

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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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heat content variations in the Ulleung Basin.

윤승태, 장경일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Long-term (1976-2011) heat content anomaly (HCA) in the upper 500m is estimated 

over the Ulleung Basin of the East Sea by using Korea Oceanography Data Center CTD 

data. The HCAs in the upper (0~50m) and lower (100~400m) layers are calculated 

separately because of different long-term trends in each layer, increasing trend for the 

upper layer HCA and decreasing trend for the lower layer HCA. The temporal variation 

of the upper (lower) layer HCA is characterized by an interdecadal variation before 1994 

and persistent positive (negative) anomalies without any distinct interdecadal variation 

since 1994. The total period is divided into five periods based on the lower layer HCA 

variation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HCA variation. It is shown that the lower and 

upper layer HCAs are mainly determined by the strengthening and weakening of the 

East Sea Intermediate Water (1~5℃) and the Tsushima Warm Water (>10℃), 

respectively.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An Effect of Nutrient Transport through Korea Strait 

on the East Sea Ecosystem: A Biological-Physical 

Couple Modeling

 
오유리, 장찬주, 고철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부

The Tsushima Warm Current plays a role of transporting not only water mass but also 

materials including nutrients to the East Sea through the Korea Strait.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 effect of the nutrient transport through the Korea Strait on the East Sea 

ecosystem. For this study, we used a four-component low trophic biological model coupled 

with a physical model due to lack of in-situ observational data. Numeric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three different open boundary conditions of nutrient flux through the 

Korea Strait: zero, a constant, and a seasonally varying value. When zero nutrient flux 

was given, both spring and fall blooms were not evident in most of southern basin. With 

the constant and the seasonally varying nutrient fluxes, the simulated chlorophyll-a showed 

the observed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s. Interestingly, the results from these two 

boundary conditions seemed to be similar to each other indicating that the distributions of 

chlorophyll-a are less sensitive to the variation of nutrient flux if the flux is non-zero.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utrient flux through the Korea Strait may contribute to 

the primary productivity in the souther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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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bined effects of elevated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on the early 

development stage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caceus) larvae

 

김경수, 심정희, 김수암

부경 학교 해양생물학과,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Due to high warming rate and possible local acidification in Korean waters, fishermen,  

aquaculturists and policy-makers in fisheries require the scientific knowledge on the 

biological reaction to environmental change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fisheries. To 

examine the effects of ocean warming and acidification on early growth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that is the most popular fish species in aquaculture industry. We 

conducted experiment with larvae reared in different conditions of seawater: combination 

of 400, 850 and 1500ppm atmospheric CO2 and 18℃ and 22℃ of seawater temperature. 

Fertilized eggs of flounder were hatched in the system and larvae were reared for 4 

weeks. After 4 weeks, the body weight and length were measured to differentiate the 

Specific Growth Rate at different rearing condition. Bone structure was examined for 

comparing normal and acidity-affected fish using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onsequently, larval growth (weight, length) were significantly impacted by pCO2 and 

temperature especially, high pCO2 concentration. Fishes in high pCO2 group were longer 

and heavier significantly than those control group. Bone density was decreased at high  

pCO2 condition. We concluded that early development larvae would be positively affected 

by both enhanced temperature and pCO2, but high pCO2 negatively impacted on bone 

density. This may result in a possible decline in survival due to the increased 

mal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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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biology of Thamnaconus modestus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김아름, 오철웅

부경 학교 자원생물학과

  The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has been commercially exploited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Analysis was made on the basis of specimen collected 2626 

specimen by the commercial trawl during the period from May 2009 to December 2011. 

The mean total length was 25.96±5.06 cm for female, 25.91±5.23 mm for male. The 

relationship between length and weight was W = 0.0114 L 3.0615 (n = 2626, r2 = 0.9394, p < 

0.01). The GSI (Gonadosomatic index) of female was peaked in May 2009, 2010 and in 

June 2011. The spawning occurred the period between May and August. Length at sexual 

maturity was 27.42 cm. The vertebrae of the filefish were used for age determination. 

Estimated ages ranged from 0 to 7 years and age 2 samples were observed in the highest 

percentage. The filefish showed a variation of total length in the same age composition. 

Growth curves were fitted to length-at-age data using von Bertalanffy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length (TL, cm) and radius of vertebrae (VR, mm) was analyzed 

the equation as following; TL = 12.91 + 4.57 VR. The estimated von Bertalanffy growth 

parameters were L∞ = 50.16 cm, K = 0.14 year-1 and t0=-2.00. These input data can be 

used as biological information suitable for future fishery management of filefish resource in 

the Korean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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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dal climate variab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water temperature and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waters

              

Hae Kun Jung, Chung Il Lee*

Marine Bio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20 Gangneung Daehangno, Gangwon Province 210-702, 

Korea
*Department of Marine Bio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120 

Gangneung Daehangno, Gangwon Province 210-702, Korea

Korean waters which are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Northwest Pacific are surrounded with 

continents and are also connected with large ocean through straits. Therefore, these areas are 

affected by change in atmospheric and ocean conditions. In the last 40 years, there were two  

distinct regime shifts in water temperature at 10m and 50m in Korean waters. The regime 

shift in late 1980s and late 1990s were not only shown in water temperature but also in 

fisheries resource. Water temperature in whole study area were increased after late 1980s 

whereas after late 1990s, decreasing pattern was indicated only in the West Sea and the 

South Sea, and these fluctuations patterns have a high correlation with climate indices such 

as Arctic Oscillation, East Asian Winter Monsoon, Siberian High Pressure and Aleutian Low 

Pressure. Major fisheries resources in Korean waters responded to regime shift. Warm water 

species such as squid, anchovy and chub mackerel increased whereas cold water species 

decreased during warm regime in after late 1980s. On the other hand, species which 

spawning grounds were located mainly at the West Sea and the South Sea responded to 

abrupt cooling pattern in lat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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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primary production and its 

tempo-spatial variability for East Sea (Japan Sea), 

1998-2007

Joo-Eun Yoon, Sinjae Yoo

Marine Ecosystem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We investigated temporal and spatial variability of primary production in the East Sea 

(Japan Sea) from 1998 to 2007. Primary production was calculated from satellite ocean color 

data using an local primary production algorithm for East Sea (Japan Sea). The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analysis was applied to identify the spatial pattern and temporal 

variation of primary production. The estimates of primary production showed characteristic 

spatial, seasonal and interannual variations. The first EOF mode showed that annual bloom 

appeared twice in spring and fall, with spring bloom greater than fall bloom. The time of 

maximum primary production mostly occurred in April throughout the southwestern region 

of East Sea (Japan Sea) except in 2003 and 2007 (May). The highest primary production 

value was observed in April 2002 (1106 mgC m-2 d-1) while the lowest value was in 

January 2005 (335 mgC m
-2

 d
-1

). Primary production in winter was lower than those in 

summer. These variations of primary production were associated with several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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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shift of ecosystem structure around the 

Ulleung Basin of the East/Japan Sea

Taeki An1, Hyun Je Park1, Jung Hyun Kwak1, Chung Il Lee2,

Hae Won Lee3, Kangseok Hwang4, Jung Hwa Choi5, Chang-Keun Kang1

1Pohang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POSTECH
2Dept. of marine bio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3Dokdo Fisheries Research Center, NFRDI
4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Division, NFRDI

5Fisheries Resources Research Division, NFRDI

The East/Japan Sea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marginal seas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The sea has been characterized as a semi-closed sea with thermohaline circulation 

system, which allows warm and cold current each to fill surface of the sea, and thus 

called 'The miniature of the ocean'. Especially, the Ulleung Basin is located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sea, where both water masses form a boundary, and has high 

primary productivity and species richness as a 'biological hot spot'. In the present study, 

we revealed seasonal shift in the major fishing species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East/Japan Sea by the analysis of catch data of the warm and cold water species, 

including the squid, herring, mackerel and Pacific saury, during the last decade (2000-2011). 

Our result matched well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water-column structure and 

nutrient dynamics. A clear seasonal switching of overall food web structure including 

phytoplankton, zooplankton, and target fishing species was consistently observed with the 

changes in environmental conditions. Change in pelagic food web was also clarified by 

stable isotope analysis of a variety of ecosystem components. Finally, our results indicate 

that changes in ocean structure can lead shifts in overall ecosystem, providing in situ 

background information i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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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previous qPCR method for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Heterosigma akashiwo cysts

Joo-Hwan Kim, Bum Soo Park, Myung-Soo Han

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It has been known that Heterosigma akashiwo cysts may play a trigger for bloom 

initiation. Identification of H. akashiwo cyst was difficult due to theirs small size and 

similar morphology with others. It is known that cyst losing in the pretreatment 

process using by panning method. Therefore, qPCR assay for cyst quantification was 

alternatively developed in previous study (Portune et al., 2009). However, most of 

previous qPCR assay for cysts quantification have a problem as the interference of 

DNA debris in the sediment. Moreover, standard curves of previous qPCR assay on H. 

akashiwo cysts did not considered on difference gene copy number between 

vegetative cells and cysts. To get higher accuracy on qPCR assay, we developed the 

method to remove DNA debris in sediment and constructed the qPCR standard curves 

based on cysts. H. akashiwo cysts in the field sediment samples were isolated directly 

by capillary method and extracted genomic DNA for the construction of standard 

curves. The Ct value and the log of copy number showed a significant linear 

relationship (r
2
≥0.99, efficiency≥93%) in improved qPCR assay. To remove DNA 

debris in the sediments, the heat-treatment and ion concentration change methods 

were carried out. This method can removed the DNA debris effectively as well as 

maintained the shape of cysts without any DNA degradation.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mproved qPCR assay and direct counting method on field 

samples, a total of 18 sediment samples were tested. The correlation between results 

of two assays was shown significant result as r
2
=0.72 (p<0.001). In this experiments 

we understood that previous qPCR assay was underestimated the cysts quantification 

of H. akashiwo compared with that of improved qPCR assa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remove DNA debris in the sediment samples and to construct 

standard curves of qPCR based on cysts for the accurate quantification of H. akashiwo 

c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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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and Fecudnity-dependent Mortality Formulation for Sailpin Sandfish 
(Arctoscopus japonicus) in the southwestern East Sea 

 
°Seungmok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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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ropical Fisheries Research Center, NFRDI,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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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Reliable estimation of natural mortality of fish is critical in stock 

assessment for fishery management, but with a greater uncertainty. Sailfin sandfish 
(Arctoscopus japonicus) is a commercially important species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 and one of target species for the national stock recovery programs. Sandfish 
catches in Korea began to increase in the late 1960s, peaking at approximately 
25,000 tons in 1971, but collapsed to <1,400 tons in 1979. In recent years, sandfish 
catches have shown a low level at <4,000 tons. Overfishing has been considered to 
be a main reason of the reduced catches, and a consensus was established between 
fishermen and policy makers to preserve the sandfish stock.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management and recovery plans, we estimated size- and 
age-specific natural mortality rates as a first step to the stock assessment of sandfish. 
 

◎ Methods: The parameters of size-dependent functions of maturity, fecundity and 

growth were derived by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size-specific natural 
mortality rates of sandfish, we adopted the ‘bigger is better’ hypothesis, i.e., natural 
mortality rate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body length of fish. Because sandfish 
spawn only once each spawning season (total spawner), we applied the age-based 
Leslie matrix to obtain the constant of the inverse proportionality to derive size- and 
age-dependent mortality rates.  Finally, we verified our result by comparing with 
other published mortality estimates of sandfish. 
 

◎ Results & Discussion: The derived maturity function of female sandfish was 

, the fecundity function was , and the 

growth function was , where Pk = The probability 

that an average female sandfish at age k matures to participate in spawning, Lk = 
sandfish length at age k, Ek = Fecundity of a female at age k, and k = age of sandfish. 
The constant of the inverse proportionality of natural mortality was estimated to be 

. Age-specific instantaneous natural mortality rate was 4.313 yr-1 for 0 

yr, 1.505 for 1 yr, 1.1097 for 2 yr, 0.956 for 3 yr, 0.880 for 4 yr, 0.838 for 5 yr, and 0.814 
for 6 yr. Our averaged estimate of instantaneous mortality over exploitable sandfish (1 
to 6 yr), 1.102 , was greater than 0.482 (Yang et. al., 2009) and 0.3 (Watanabe et. 

al., 2005) by a factor of 3. Biases in natural mortality during the early-life stages could 
significantly influence our estimates. In the future, we will validate our estimates by 
comparing the length distributions derived from simulations based on our results and 
from local commercial catches of san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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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5월 24일(금)



5월 23일(목) 
제1발표장 [301B]

좌장 : 김경태(한국해양과학기술원)

A1-1 울산 해역 표층퇴적물 내 중금속 오염도 및 위해성 평가
나공태, 김경태, 김은수, 김종근, 이정무, 김의열, 임운혁,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1-2 태안 연안 해역의 해수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에 관한 연구
민병규, 장민석, Nguyen Hoang Lam, 유 석, 조현서(전남대학교)

A1-3 적도태평앙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레주 퇴적물 내 중금속 연구
나공태, 김경태, 김종근, 김성근, 김의열, 노재훈, 박흥식, 권문상,
이미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A1-4 인공기수호 화성호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시간적 변동
송태윤, 유만호(인하대학교), 이인호, 김미옥(농어촌연구원), 
최중기(인하대학교)

좌장 : 김종규(전남대학교)

A2-1 천수만 인근 해역의 계절별 수괴 분포 특성
박상우, 이진 , 신기홍((주)해양유비쿼터스), 김종규(전남대학교)

A2-2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마산만 지형 변화에 따른 해수유동 변화
특성 연구
김진호, 이원찬, 박성은, 김정배, 김형철, 홍석진, 조윤식, 김선
(국립수산과학원)

A2-3 섬진강 하구역의 잔차류 및 염수침입 특성
김종규(전남대학교)

A2-4 생태계모델을 이용한 미더덕어장 재배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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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채홍기(해양경찰청)

B5-1 이동식 고온스팀장치를 이용한 중질유 예열및 이적기술
김창운, 최규문, 한인용, 이효근, 성민우(제주해양경찰서)

B5-2 손상된 선박에 파공봉쇄장치 적용시 사회적 비용 감소 추정
문정환(한국해양대학교), 정대진, 권기생, 
김진경(한국해양수산연수원)

B5-3 기름오염 방제장비 보유실태 및 국산화 현황
장덕종(전남대학교), 나선철(해양환경관리공단), 김한규(해양경찰청)

B5-4 해안방제기술 지원 방안 연구
이승환, 송 구, 김상운, 김석균(해양경찰청)

B5-5 e-Navigation 시스템 구축 기술 검토
이한진, 박병재, 박진형(한국해양과학기술원)

B5-6 해상교통관제 관리행정 선진화 방안
이춘재(해양경찰청)

좌장 :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B6-1 CO2 물성특성 실험 및 분석
강정원, 김선형, 신병수, 강성신(고려대학교)

B6-2 이산화탄소 수송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괴기작 연구
정정열, 허철, 강성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혁록, 
이성혁(중앙대학교)

B6-3 CCS 사업에서 CO2 배관수송 기술개발 방향
김우식, 김 표, 김호연(한국가스공사)

B6-4 CO2 수송선의 CO2 유출 위험도 분석
신명수, 박범진, 기민석, 이경중, 정정열(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좌장 : 김우식(한국가스공사)

B7-1 Estimation of Chain Production Availability for Ship-based CCS
서 균,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B7-2 Analysis of fluid flow and heat transfer in liquid CO2 injection
허 철, 강관구, 정정열, 조맹익, 강성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B7-3 선박 연계 CO2 해상 주입 공정설계
고민수, 박건 , 최성열, 한준희, 인세환(삼성중공업)

B7-4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수송 설계 및 비용 계산에 관한 연구
강관구, 허철, 강성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좌장 : 허 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

B8-1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지오메카닉스 및 지구화학적 모델링
이재원, 정진안, 민기복, 조희찬(서울대학교)

B8-2 초임계 CO2에 의한 해양 저류층 암석 물성변화에 관한 실내
실험적 연구
최채순, 손진, 송재준, 박형동(서울대학교)

B8-3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울릉분지의 지질 특성을 고려한
지구물리 모니터링 기법 연구 및 적용성 검토
오주원, 민동주, 김원기, 정우돈, 김신웅(서울대학교), 허철, 
강성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B8-4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지 모니터링 시 지층의 탄성, 점성, 이방
성에 따른 탄성파 신호의 변화 분석
오주원, 문석준, 민동주, 김원기(서울대학교), 허철, 
강성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B8-해양CCS III
16:20-17:50 제2발표장[402A]

B7-해양CCS II
14:50-16:20 제2발표장[402A]

B6-해양CCS I
13:20-14:50 제2발표장[402A]

B5-해양오염예방·대응 II
10:30-12:00  제2발표장[402A]

B4-해양오염예방·대응 I
09:00-10:30 제2발표장[402A]

A6-해양정책 IV (해양산업및 R&D)
15:20-17:00 제1발표장[301B]



제3발표장 [402B]

좌장 : 송무석(홍익대학교)

C3-1 우리나라 전략 및 환경 향평가제도 현황
주용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3-2 조력발전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향평가
김태윤, 박혜진, 서재인, 맹준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3-3 조력발전 건설을 위한 사전전략 환경평가에서 고려해야할 해양
환경평가
최중기, 유만호(인하대학교)

C3-4 해역이용협의 작성 가이드라인 개선에 관한 연구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손규희(해양환경관리공단)

C3-5 Korea’s Effort on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focusing
on Coast and Sea Level Rise
조광우, 이해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좌장 : 송무석(홍익대학교)

C4-1 Emergy 분석법에 의한 해양환경 향평가
이석모(부경대학교)

C4-2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반의 포괄적 환경 향평가 기법의 개발
및 적용
이희수, 박종천, 정세민(부산대학교), 송무석(홍익대학교),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유정석((주)한국해양기술)

C4-3 해양 에너지 및 연안 개발에 대한 해양환경 향평가 기법 개발
박종천, 이희수,  정세민(부산대학교), 송무석(홍익대학교),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유정석((주)한국해양기술), 
조광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4-4 연구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송무석(홍익대학교)

좌장 : 박종천(부산대학교)

C5-1 부유식 파력발전장치의 자유도에 따른 내부유동특성 연구
김병하, 조지와타, 김창제, 이 호(한국해양대학교)

C5-2 선형발전기와 연성된 원통형 부이의 시간 역 수직, 종 운동
해석
김정록, 조일형, 유원선, 고혁준(제주대학교)

C5-3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1차변환계의 파랑하중을 고려한
구조해석에 관한연구
천호정, 손정민, 남보우, 신승호, 홍기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C5-4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구조개념설계에 관한 연구
손정민, 천호정, 박지용, 신승호, 홍기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C5-5 부유식 파력발전구조물의 운동 저감부 형상설계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지용, 남보우, 홍사 , 신승호, 최성권(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좌장 : 홍기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C6-1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시뮬
레이션 기술
송창용, 김우전, 차주환(목포대학교)

C6-2 해상풍력 기반구조물의 산업 및 기술적 동향
이강수, 홍기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C6-3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의 연성해석 기법 고찰
김경환, 홍기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C6-4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기술개발 기획연구 소개
홍기용, 이강수, 이광호, 김경환, 손정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좌장 : 오정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C7-1 IMO 협약 대응 선박평형수 배출량 분석 시스템
김은찬, 오정환, 이승국(한국해양과학기술원)

C7-2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산화제 농도별, Artemia의
사멸효율에 미치는 향
박용석, 손동현, 이기성, 이지혜((주)테크로스)

C7-3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선박평형수 처리수 잔류독성 평가
이정석, 최태섭, 김성우, 왕건빈(㈜네오엔비즈), 
이기태(경희대학교)

C7-4 선박평형수 위해도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승국, 오정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C7-5 IMO 협약 대응 선박평형수 지정해역 후보지 설정
오정환, 김은찬, 이승국(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채 기(㈜전략해양)

제4발표장 [500]

좌장 : 김 기(한경대학교)

D4-1 해양퇴적물 내 부 양화관련 오염물질의 처리기술 개발
최기 , 홍기훈, 김석현, 김경련, 최진 , 김창준, 심 섭, 홍경미,
조경덕, 김혜은(한국해양과학기술원)

D4-2 도시의 도로먼지에 함유된 중금속 분포와 연근해역에 미치는
향

최진 , 홍기훈, 김석현, 김경련, 최기 , 조경덕(한국해양과학기술원)

D4-3 우리나라 오염부지특성을 고려한 해양오염 퇴적토 정화기술에
관한 고찰
공 준, 신정엽, 김희연, 조현희, 이대일(㈜코오롱워터앤에너지)

D4-4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정안 마련
김홍균, 장철원(한양대학교)

D4-해양오염퇴적물 I
09:00-10:30  제4발표장[500]

C7-선박평형수
16:20-17:50  제3발표장[402B]

C6-해양에너지-해상풍력
14:50-16:20  제3발표장[402B] 

C5-해양에너지-파력
13:20-14:50  제3발표장[402B]

C4-해양에너지및연안개발을위한환경 향평가
기법개발연구회발족 II

10:30-12:00  제3발표장[402B]

C3-해양에너지및연안개발을위한환경 향평가기법
개발연구회발족 I

09:00-10:30  제3발표장[402B]



좌장 : 김경련(한국해양과학기술원)

D5-1 순환골재, 벤토나이트, 제강슬래그을 이용한 혼합중금속 흡착
특성
신우석, 우은정, 고세령, 강구, 김 기(한경대학교)

D5-2 컬럼과 수조를 이용한 오염퇴적물내 오염물질 용출차단 및
안정화
조성욱, 강구, 김 기, 엄병환, 박성직(한경대학교)

D5-3 실대형 모형 실험을 통한 피복공법 현장적용성 검토
이장근, 강재모(한국건설기술연구원)

D5-4 Effect of biostimulation on growth of indigenous
microorganisms in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송 채, Palaninaicker Senthilkumar, 우정희(한국해양대학교)

D5-5 Desulfovibrio desulfuricans를 이용한 해수내의 중금속 제거
주정옥, 오병근(서강대학교)

좌장 : 고진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D6-1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 개발 과제소개 및 총괄발표
이광수, 박진순, 고진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D6-2 능동제어형 조류터빈 설계에 관한 연구
고진환, 한택희, 이진학, 박진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

D6-3 동력전달계 및 능동형 요제어장치에 관한 연구
황태규, 추진훈, 권욱, 김성규, 권선용, 
김정환(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D6-4 수평형 수차의 능동형 피치 제어장치 형상 설계 및 성능평가
박훈철, 강태삼, 트롱쾅트리, 레쾅판, 박혜주(건국대학교)

좌장 : 박진순(한국해양과학기술원)

D7-1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용 250KW급 발전기 제어기술 연구
김지원, 박병건, 오창훈, 문석환(한국전기연구원)

D7-2 조류발전 구조물의 강-콘크리트 연결부 상세에 관한 연구
정광회, 윤제성, 고광오, 박창범(현대건설)

D7-3 능동제어형 조류발전기 유지보수 장치 연구
조철희, 김도엽, 이준호, 이강희(인하대학교)

D7-4 건전성 모니터링 및 진동계측 시스템 연구
이진학, 박진순, 이광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성한(울산과학기술대학교)

D7-5 현장실험에 의한 조류발전시스템의 실용화 가능성 평가
한상훈, 이진학, 박진순, 이광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합토의(비공개)

5월 23일(목)~24일(금) 

발표 : 5월 24일(금) 13:00-13:20
전시 : 5/24-25 [402 앞]

P1 국내 해양 CCS 실증을 위한 국외 실증 사업 특성 분석
백종화, 허철, 강성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P2 기후변화 적응인증프로그램 평가체계 고도화
송종석, 윤병석(해양환경관리공단), 이민 (리차드컨설팅)

P3 폭풍해일 준실시간 예보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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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metal pollution and its ecological risk in the surface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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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울산 해역 30개 정 에서 표층 퇴 물을 채취하여 속 오염도와 

해성을 평가하 다. 표층퇴 물 내 속의 평균농도는 As 15.75 mg/Kg, Cu 

114.8 mg/Kg, Cr 64.7 mg/Kg, Cd 0.40 mg/Kg, Hg 0.16 mg/Kg, Ni 32.2 mg/Kg, 

Pb 90.7 mg/Kg, Zn 369 mg/Kg이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인 한 정  19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울산만 상류  산업시설 인근 지역에서도 상

으로 높은 속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 해 퇴 물의 주의기 (PEL) 

 리기 (PEL)과 비교한 결과, 총 30개 정   Cu 24개, Zn 21개 Pb 21개, 

Hg 15개의 조사정 에서 부정 인 생태 향이 발 될 가능성이 높은 PEL을 과

하고 있었다. 한 산업단지와 인 한 지역에서는 Cu, Zn  Pb가 부정 인 생태

향이 발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리기 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the surface sediments from Ulsan Bay have been 

investigated in order to assess the metal pollution status and to estimate their 

ecological risk. Mean metal concentrations in this study were 15.75 mg/Kg for 

As, 114.8 mg/Kg for Cu, 64.7 mg/Kg for Cr, 0.40 mg/Kg for Cd, 0.16 mg/Kg 

for Hg, 32.2 mg/Kg for Ni, 90.7 mg/Kg for Pb and 369 mg/Kg for Zn, 

respectively. The highest metal concentrations was showed at site 19 which 

locates near by On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y comparison of sediment 

quality guidelines for Korea creteria such as TEL and PEL, Cu, Zn, Pb and Hg 

concentration were exceeding the TEL level. Especially, the sites close to 

industrial complex showed the higher values for Cu, Zn and Pb exceeding PEL 

values.  

Keywords: Heavy metal( 속), Ulsan Bay(울산만), Sediment 

qualtiy guidelines(퇴 물 리기 ), Surface sediment(표층퇴 물)

1. 서론

  울산만은 우리나라 남동해안에 치하고 있는 개방형태의 만이다. 울산만 유역에는 1970년  이후 자동차 

공업, 석유화학단지, 울산  온산 산업단지가 건설되었으며, 울산과 온산 국가산업단지에는 약 1,200개의 

업체가 운  에 있으며 주요한 업종으로는 기계, 석유화학, 운송장비, 비 속 등으로 다양한 오염원이 존재

하고 하고 있다. 으로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비하여 기계  석유화학의 상 인 비율이 높다. 국내 최  규

모의 공업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울산지역 기  미세먼지 내 속 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나와 이, 2000). 울산지역 토양 내 총 속 농도 역시 비철 속지역에서 심각하게 높으

며 이러한 속은 자연계에 유입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이 등, 2005). 유역환경 내 

속 농도는 강우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며 해양생태계에 악 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연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구에서는 울산만 총 30개 정 에서 채집된 표층퇴 물 내 속 농도를 분석하여 공간 인 오염특성을 조

사하 다. 농축계수(Enrichment factor)와 농집계수(Geo-accumulation index)를 사용하여 속 오염도를 평

가하 으며, 우리나라  해외의 퇴 물 리기 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성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Fig. 1. Map of sampling sites from Ulsan bay.

2. 재료  방법

  표층퇴 물은 2010년 울산만 총 30개 지역에서 van been grab 샘 러를 이용하여 채취하 다(Fig. 1). 표

층부(∼0.5cm)만을 오염에 유의하며 라스틱 스푼을 이용하여 지퍼백에 담아 장에서 드라이 아이스로 냉

동보 을 하 다. 실험실로 운반한 뒤 동결건조(Labconco Freezone 6)를 실시하 고, 자동분쇄기(Fritsch 

Corp. Pulverisette 6)로 분쇄  균일화 과정을 거친 뒤 분석시 까지 산 세척된 폴리에틸  시료병에 넣어 

보 하 다. 퇴 물 내 속 분석은 균질화  분쇄된 시료 약 0.1 g을 테 론 digestion bomb에 넣고 고

순도의 불산, 질산  과염소산을 넣을 뒤 가열 에서 180℃로 24시간 가열하여 완 분해를 실시하 다

(Windon et al., 1989). 용기내의 시료가 완 히 분해되면 1% 질산으로 재용해 시킨 뒤 원소에 따라 하

게 희석하여 ICP-MS(Thermo Elemental X-7)로 분석하 다. 퇴 물 내 수은은 US EPA에 기 를 둔 열분

해와 아말감법을 이용한 자동수은분석기(Hydra-C)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입도는 무기탄소과 유기물을 

각각 1N 염산과 과산화수소로 제거한 뒤 입도분석기(Malvern Instrument)로 분석하 다. 분석된 속 자

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해양 퇴 물 표 물질인 캐나다 NRC사의 MESS-3를 함  분석한 결과 

96.6%(Ni)∼103.1%(Cd)의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sediment grain size and metals in the surface sediments from Ulsan Bay.



Fig. 2. continue.

3. 결과  고찰

3.1. 수평 인 분포 특성

  표층퇴 물 내 입도  속 농도의 수평분포는 Fig. 2에 나타내었다. 퇴 물 내 입도는 평균과 범 는 

각각 22.2 ㎛와 6.3∼201.8㎛로 가장 외해역인 정  16과 29에서 가장 조립한 퇴 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울산

만 내부에서는 상 으로 세립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r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17.8～90.6 mg/Kg과 64.7 mg/Kg으로 가장 외해역인 정  29에서 최소농도를 보 으며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인 한 정  19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Ni의 경우, Cr과 유사하게 외해역인 정  16과 29에서 7 

mg/Kg 정도의 최소농도를 나타냈으며 농도범 는 7.1～47.0 mg/Kg으로 정 에 따라 약 9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 다. As의 평균농도와 농도범 는 각각 15.7 mg/Kg와 7.0～34.0 mg/Kg으로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 으며 외해역으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 다. Cd 역시 다른 속 원소와 마찬가

지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인 한 정  25에서 1.64 mg/Kg의 최 농도를 보 다. 한 울산만  석유화학단

지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Fig. 2). Cu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95.7 mg/Kg와 

12.5～384 mg/Kg으로 정  16과 정  19에서 각각 최소농도와 최 농도를 보 고 최  32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 다. Zn 역시 정  19에서 4,356 mg/Kg의 최 농도를 보 으며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과 공업단지

가 존재하는 울산만 동측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며 외해역으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수평분포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Pb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90.7 mg/Kg와 18.1～1088.2 mg/Kg로 Cu  

Zn와 마찬가지로 정  19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었고 정 에 따라 60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 다. Hg의 평

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0.162 mg/Kg와 0.011～1.012 mg/Kg이었고 정 에 따라 약 88배의 높은 농도차

이가 존재하 다. 울산만 표층퇴 물 내 속의 분포 특성은 울산만, 석유화학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과 같은 오염원에 가까운 정 들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외해역으로 갈수록 농도

가 감소하고 있었다. 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인 한 정  25에서 최 농도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오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Metals Cr Ni Cu Zn As Cd Pb Hg PLI mPELQ

EF

Min 0.6 0.8 3.5 2.8 2.0 1.9 1.3 2.6 1.2 0.14

Max 1.8 2.8 50.9 91.2 7.8 24.8 45.7 99.9 14.3 4.52

Mean 1.3 2.0 13.2 7.8 3.7 4.5 4.0 16.7 4.9 0.59

Igeo

Min -1.8 -1.5 0.4 0.6 0.4 -0.5 -0.7 -0.1 - -

Max 0.5 1.2 5.3 6.2 2.6 3.8 5.2 6.4 - -

Mean -0.1 0.6 3.0 2.0 1.4 1.5 0.9 3.2 - -

Table 1. Minimum, maximum and mean values of enrichment factor, geo-accumulation index, pollution load 

index and mean PEL quotient for the measured metals in this study. 

Fig. 3. Comparison of values for enrichment factor(EF) and geo-accumulation 

index(Igeo) of the measure metals in this study. 

3.2. 농축계수  농집지수를 이용한 오염도 평가

 울산만 표층퇴 물 내 속 오염도를 평가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축계수(enrichment factor: EF)와 

농집지수(geo-accumulation index: Igeo)를 사용하 다. 농축계수는 지각의 구성성분으로써 입도보정에 많이 

활용되는 Al을 사용하 으며 다음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EF = (metal/Al)sample/(metal/Al)background

  본 연구에서 배경농도는 과거 인 인 오염이 없던 시화호 지역 1900년 의 미량 속 농도를 사용하 다

(Ra et al., 2011). 농축계수가 1.5 이상이면 인 인 오염으로 평가하고 있다(Zhang and Liu, 2002). 

  농집지수는 퇴 물 내 속의 오염도를 평가하기 하여 Muller[1979]가 제안하 으며 다음식에 의하여 계



산된다. 

Igeo =  Log2(Cn/1.5×Bn)

여기서 Cn은 측정된 각 미량 속의 농도, Bn은 각 원소의 배경농도이며, 지수 1.5는 지각기원에 의한 향을 

보정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농집지수의 경우, 각 미량 속 원소에 하여 총 7개의 class로 구분하여 오염

여부를 세분화하고 있다. Igeo 값이 0보다 작으면 배경농도 상태를 나타내며, 0∼1은 unpolluted, 1∼2는 

moderately to unpolluted, 2∼3은 moderately polluted, 3∼4는 moderately to highly polluted, 4∼5는 highly 

polluted, 5 이상의 값은 very highly polluted의 오염상태를 의미한다. 

  울산만 표층퇴 물 속의 농축계수의 최소, 최   평균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속 농축계수

의 평균은 Cr 1.3, Ni 2.0, Cu 13.2, Zn 7.8, As 3.7, Cd 4.5, Pb 4.0, Hg 16.7로 평균 으로 Cr을 제외한 모든 

측정된 원소가 인 인 오염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농축계수를 이용한 각 속원소의 오염도는 

Hg>Cu>Zn>Cd>Pb>As>Ni>Cr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Hg와 Cu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농집지수의 평균농도 비교는 Table 1과 Fig. 3에 나타내었다. 농집지수의 평균값은 Cu와 Zn이 각각 

3.0과 3.2로 나타나 이들 원소는 moderately에서 highly polluted 된 것으로 나타났다. Zn의 평균 농집지수는 

2.0으로 moderately polluted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As와 Cd의 평균 농집지수는 각각 1.4와 1.5로 

moderately to unpolluted의 오염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Cr, Ni, Pb는 평균 농집지수가 1이하의 

값을 보여 산업단지의 인 한 정 에서는 오염도가 심하 으나 평균 으로는 오염되지 않는 것을 평가되었

다. 

Metals Cr Ni Cu CuLi Zn ZnLi As Cd Pb Hg

Min 17.8 7.1 12.5 25.5 91.6 91.4 7.0 0.09 18.1 0.01

Max 90.6 47.0 385 707 4356 8017 34.0 1.64 1088 1.01

Mean 64.7 32.2 95.6 115 362 518 15.8 0.40 90.7 0.16

TEL1 52.3 15.9 18.7 - 124 - 7.2 0.68 30.2 0.13

PEL1 160 42.8 108 - 271 - 41.6 4.21 112 0.70

TEL2 - - - 50.5 - 179 14.5 0.75 44.0 0.11

PEL2 - - - 126 - 421 75.5 2.72 119 0.62
1Sediment quality guidelines (SQGs) by MacDonald et al.(1996)
2Sediment quality guidelines (SQGs) by MTLM of Korea

Table 2. Comparison of between minimum, Maximum and mean metal concentrations in this study and 

sediment quality guidelines. 

3.3. 퇴 물 내 속의 생태 해성 평가

  퇴 물은 환경 내 속 오염물질의 장고 역할을 하며 물리화학 인 환경변화에 수층으로 용출되기 때

문에 서생태계  수생태계에 직․간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환경에 따라 

퇴 물 리기 을 설정하여 환경을 리하고 있는 실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해 퇴 물 기 이 

고시되었으며 As, Cd, Pb, Hg, Cu, Zn 등의 총 6개 속 원소에 하여 주의기 (threshold effect level: 

TEL)과 리기 (probable effect level: PEL)을 마련되었다. 주의기 이하는 부정 인 생태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측되는 농도이며 주의기 과 리기  사이의 농도는 부정 인 생태 향이 발 된 가능성이 있는 

범 , 리기  이상의 농도는 부정 인 생태 향이 발 된 개연성이 매우 높은 범 를 나타내고 있다. 한 

Cu와 Zn은 퇴 물 입도를 보정하기 하여 Li과 Cs를 이용하여 보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Li 

농도를 이용하여 입도보정을 실시하 다. 

  우리나라 퇴 물 기 의 경우, Cr과 Ni은 기 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MacDonald et al(1996)의 TEL과 

PEL기 을 이용하 다. 울산만 퇴 물 내 속의 평균농도  우리나라와 MacDonald et al(1996)의 퇴

물 리기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평균 인 Cr와 Ni의 농도는 각각 64.7 mg/Kg와 32.2 mg/Kg으로 외국

의 TEL을 과하고 있었으며 특히 Ni은 1개 정 에서 PEL을 과하고 있었다. 입도보정 뒤 Cu의 평균농도



는 115 mg/Kg으로 우리나라 TEL 기 은 50.5 mg/Kg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0개 조사 정  

20개 정 이 TEL과 PEL사이의 농도에 해당되었으며 산업단지에 인 한 4개 정 에서는 PEL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도보정뒤 Zn의 평균농도는 518 mg/Kg으로 평균 으로 PEL을 과하고 있었다. Zn의 

경우 총 30개의 정   9개 정 은 TEL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8개 정 에서는 TEL

과 PEL사이의 농도를, 3개 정 에서는 PEL을 과하는 매우 높은 농도를 보여 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s의 경우, 총 30개 정   반인 15개 정 에서 TEL과 PEL사이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Cd는 2개의 정 만이 TEL을 과하고 있었으며 부분의 정 에서 TEL이하의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

다. Pb의 평균농도는 90.7 mg/Kg로 평균 으로 TEL을 과하고 있었으며 Cu, Zn와 마찬가지로 3개의 정

에서의 Pb 농도가 PEL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g 역시 1개 정 에서 PEL을 과하 으며 반

수 인 14개 정 에서는 TEL과 PEL사이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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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태안 주변 해역의 해양수질  해양 퇴 물 환경에 한 조사를 해 2012년 2월 28(동계),201

2년 4월 16일(춘계), 2012년 7월 26일(하계)  2012년 10월 8일(춘계)에 15개 정 을 선정하

여 조사를 행하 다. 수 시료는 바켓스를 이용하여 표층의 수 시료를 채취하 으며, 층은 

Van Dorn 채수기를 이용하여 해 면 상부 1m의 수 시료를 채취하 다. 해양퇴 물 시료는 

Van Veen Grab을 이용하여 표층 퇴 물(1~2cm)을 채취하여 아이스 박스에 담아 연구실로 

운반하여 분석 하 다. 채취한 시료는 해양환경공정시험법(국토해양부, 2010), 氺の分析(일본

분석학회 북해도지부편, 1981), 해양 측지침(일본기상 회, 1985), 신편수질오탁조사지침(일

본수산자원보호 회, 1980)에 하여 분석하 다.

 해양 수질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용존산소(DO)는 오염이 많이 된 물일수록 많은 양의 산소

를 소비하고, 산소 보충되는 속도보다 소비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물속의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기성상태가 되어 요한 지표이다. 결과를 보면, 표층에서 6.80~12.06(평균 9.80)mg/L를 층에서 

6.62~14.73(평균 9.80)을 나타내었다. 동계와 춘계에는 거의 비슷한 농도 벙 를 나타내었으며, 하

계와 추계에 다소 낮은 값을 보여 하계에 식물 랑크톤의선식이 많아지고 추계에 이 식물 랑

크톤이 사체가 되어 층으로 가라 앉으면서 유기물의 분해 정에서 산소를 소비함에 다소 작

은 값을 보인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수  유기물함량의 지표인 화학  산소요구량(COD)은 

 계  평균으로 보면 표층에서 0.13~5.16(평균 1.17)mg/L를, 층에서 0.05~3.37(평균 1.29)

mg/L를 나타내었다. 용존 무기질소(DIN)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으 l합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생물의 성장에 한 제한 인자이지만 이 인자가 높아 지게되면 

부 양화  조 등을 유발하는데 계 평균 결과를 보면, 표층에서 0.002~0.180(평균 0.067)

를, 층에서 0.004~0.190(평균 0.068)mg/L로, 동계에서 다소 높은 농도범 를, 하계에 다소 

낮은 농도 범 를 보 다. 인산염(
)의 형태로 존재하는 용존 무기인(DIP)은 표층에

서 0.003~0.06(평균 0.01)mg/L를, 층에서 0.002~0.03(평균 0.02)mg/L를 나타내었다. 

 해양퇴 물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유기오염의 지료로 이용되는 화학  산소요구량(COD)

은 질 의 유기물이 많아지면 산소소비량이 증가하여 오염의 지표로 요하게 여겨진다. 

계  평균을 보면, 0.03~11.40(평균 3.94)mgO2/g-dry를 보 다. 일부 만의 입구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 는데 이는 육수로 인한 것으로 단되어 진다. 유기물 함량의 상  지료를 

나타내는 강열감량(IL)은 0.92~6.06(평균 2.66)%를 나타내었다. 산희발성황화물(AVS)은 유기

물이 층에서 박테리아 등에 의해 분해할 때 산소를 소비되고 환원 상태가 되면서 황화수

소가 생성되는 이때 황화물이 증가함으로 서생물의 서식에 향을 주게되고, 상황에 따라 

질의 상층부에 산소부족과 같은 2차  오염을 유발한다. 계  평균을 보면, 0.0001~0.18

(평균 0.02)mgS/g-dry를 나타내었다. 강열감량(IL)과 산희발성황화물(AVS)가 화학  산소요

구량(COD)과 비슷하게 만의 입구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 다.

Keywords :  태안 연안, 해양수질, 해양 퇴 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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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도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  주 환경 내 연안, 하천  

토양에서 채취한 시료의 속 분포 특성  오염 황에 하여 조사하 다. 연안 

표층퇴 물 내 속 농도는 조사지역에 따라 큰 농도차이를 나타내었다. 해양퇴

물 내 속의 평균농도는 Cr>Ni>Zn>Cu>As>Pb>Cd>Hg순이었다. 하천퇴

물 내 속 농도는 인구 집지역인 Tafunsak, Malem, Utwe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 다. 마이크로네시아 코스  지역 퇴 물 내 

속 농도는 As와 Cr을 제외하고는 토양>하천>연안>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안해

역의 속 농도는 육상기원의 토양과 환 (탄산염)의 상 인 비율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퇴 물 내 속 농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간활

동에 의한 인 인 오염보다는, 자연 인 풍화작용  홍수림 존재 유무와 같은 

향이 상 으로 더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일분 조사정 에서 해양 퇴

물 내 Ni, Cr, Cu, As 등의 농도가 PEL 기 을 과하 으나 이는 기반암의 차

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environments such as marine, creek and soil 

from Kosrae state of Micronesia have been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of metal contents and to assess the status of metal pollution in 

study area. Metal concentrations in marine sediment showed a large variation 

relative to creek and soil sediments. Mean concentration of metals in marine 

sediment was the following order: Cr>Ni>Zn>Cu>As>Pb>Cd>Hg. Metal 

concentrations in creek sediments showed higher values in Tafunsak, Malem, 

Utwe which show a relatively higher population density than in other regions.   

Metal concentrations in Kosrae environments are the following order: 

soil>creek>marine>coral atoll fragment except for As and Cr. Metal 

concentrations in marine sediment are potentially controlled by the mixing 

between the soil derived from continent and coral atoll fragment. Even though 

Ni, Cr, Cu and As concentration in marine sediments are exceeding the 

sediment quality guidelines such as TEL and PEL, it might be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 of basic rock. 

Keywords: Heavy metal( 속), Kosrae(코스 ), Coral atoll 

fragment(환 ), Sediment quality guidelines(퇴 물 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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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1. 서론

  코스 (Kosrae) 주는 축(Chuuk), 폼페이(Pohnpei), 얍(Yap)과 같이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의 하나이며 롤라인 제도 내에 5 〫 20‘ N 163 〫 00’ E에 치하 고 12개 정도의 작

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면 은 110 km
2으로 4개의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가장 작은 규모이며 총

인구수는 약 7,000여명에 불과한 지역이다.  코스 주는 산호 로 둘려있으며 특히 남쪽 연안은 홍수림이 매

우 발달되어 있다. 연안은 넓은 홍수림과 나무들로 둘러싸여있다. 재 많은 연안지역에서 연안침식이 측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속은 강, 하천  기를 통하여 연안환경으로 유입되며 입자와의 강한 친화력으로 

인하여 층으로 퇴 된다. 퇴 물 내 속은 잠재 인 오염원으로써 해역의 수질  질 리에서 매우 

요하게 다루어지며 해양의 생태계와 하게 연 되어 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내 축 주 환경 내 

속 농도분포에 한 연구는 실시된 바 있으나(나 등, 2012). 코스 주 주변에 오염물질에 한 조사자료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코스 주 토양, 하천  해양퇴 물 내 

속의 농도, 거동  해양오염 황에 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Fig. 1. Map of sampling locations for sediments from Kosrae state of Micronesia.

2. 재료  방법

  마이크로네시아 코스  주 연안해역의 총 19개 정 에서 van veen grab 샘 러를 이용하여 표층퇴 물을 

채취하 다(Fig. 1). 하천퇴 물(creek)과 토양시료(soil)를 각각 9개 정 과 10개 정 에서 채취하 다(Fig 1). 

표층퇴 물은 동결건조(LABCONCO freeze dry system) 후 균일하게 섞었으며, 자동분쇄기(Pulverisette 6, 

Fritsch Co., Deutschland)로 분쇄한 뒤 미리 산 세척된 폴리에틸  병에 담아 분석시까지 보 하 다. 

속 분석을 한 처리는 분쇄된 시료 약 0.1 g을 60 mL PFA 테 론 용기(Savillex #561R2)에 넣고 고순도 

(Merck, Suprapur )의 HF 2 mL, HNO3 1 mL를 가하여 2시간 이상 실온에 둔 다음 HClO4 0.5 mL를 추가

한 뒤 뚜껑을 잠그고 가열 에서 180℃로 가열하 다. 용기 내의 시료가 거의 분해되면 뚜껑을 열고 용액을 

완 히 증발건고 시켰다. 이때 시료는 흰색 는 노란색을 나타내게 되며, 그 지 않은 시료에 해서는  

과정을 다시 반복하여 시료를 완 히 용해시켰다(Windom et al., 1989). 이 용액을 1% HNO3로 당히 희석

하여 ICP-MS를 이용하여 미량 속을 측정하 다. 퇴 물의 미량 속 분석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하여 

Marine sediment 표 물질인 MESS-3도 함께 처리하여 분석하 으며, 98.4~102.1%의 좋은 회수율을 나타내

었다. 

  



3. 결과  고찰

3.1. 해양퇴 물 내 속 농도

  코스 주 해양퇴 물 내 속 농도 비교는 Fig. 2에 나타내었다. Cr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102.9 mg/Kg과 3.9～776.8 mg/Kg으로 서측인 정  5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동서측인 정  11에서 

최소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정 간의 농도차이는 약 201배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i의 평균노도 

 농도범 는 각각 30.9 mg/Kg와 4.6～207.5 mg/Kg으로 Cr과 마찬가지로 정  5에서 최 농도를 보 고 

정  9  정  12‘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Cu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7.71 

mg/Kg와 0.71～49.84 mg/Kg으로 정 에 따라 약 70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Zn 역시 다른 원소와 

마찬가지로 정  5, 정  9  정  12’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농도범 는 0.7～134.8 mg/Kg으

로 정 에 따라 192배의 높은 농도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s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5.7 

mg/Kg와 0.7～29.0 mg/Kg이었고 정  4, 5, 8, 9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앞서 설명한 

Cr, Ni, Cu, Zn등은 정  12‘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As는 정  12’에서의 농도가 높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d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0.041 mg/Kg와 0.014～0.206 mg/Kg으로 정

 5에서 최 농도를 보이고 있었고 정 에 따른 농도차이는 15배에 달하 다. Pb의 평균농도는 1.20 mg/Kg

으로 정  12‘에서 최 농도인 7.36 mg/Kg을 보 고, 정  11에서 최소농도인 0.11 mg/Kg을 보여 조사지역

에 따라 약 66배의 높은 농도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g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0.0060 mg/Kg와 0.0005～0.0313 mg/Kg이었고 정  4와 정  5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 으며, 정  6, 8, 9, 14에서 비교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Table 1에서는 

해양퇴 물 내 속의 평균농도를 퇴 물 리기 (sediment quality guidelines)과 비교하 다. Cr의 평균

으로 PEL기 을 과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  5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 기 때문이다. 조사지역으

로 살펴보면 정  5와 정  9에서 PEL 기 을 과하고 있었다. Ni 역시 평균 으로 PEL 기 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 5, 9, 12’dptj PEL 기 을 과하고 있었고, 정  4와 정  8은 TEL 기 을 

과하 으나 나머지 정 에서는 TEL 이하의 안 한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Cu은 정  5만이 TEL 기 을 

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Zn는 모든 조사정 에서 TEL 기  이하의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

다. As의 경우, 평균농도는 TEL 기 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  4, 5, 8, 9에서의 TEL을 

과하는 높은 농도 때문이다. Cd, Pb  Hg의 경우 퇴 물 리기 인 TEL 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  5에서의 Cr, Ni, Cu, As 등의 오염도가 심함을 알 수 있었다. 

3.2. 하천퇴 물 내 속 농도

  코스  주 하천 퇴 물 내 속 농도는 다음과 같다. Cr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1433.6 mg/Kg

와 15.6～3353.8 mg/Kg이었으며 정  C10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Ni 역시 정  C10에서 최 농도

인 487.8 mg/Kg의 최 농도를 나타냈으며 농도범 는 7.2～487.8 mg/Kg으로 정 에 따라 약 68배의 농도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u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55.9 mg/Kg와 3.0～85.1 mg/Kg으로 정  C7

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Zn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148.8 mg/Kg와 14.7～244.2 mg/Kg으

로 정  C10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정  C3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As의 평균

농도는 5.87 mg/Kg로 해양퇴 물의 평균인 5.70 mg/Kg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하천 퇴 물 내 As의 농도범

는 지역에 따라 약 121배의 큰 농도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Cd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0.196 

mg/Kg와 0.038～0.259 mg/Kg으로 정  C8에서 최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른 속 원소에 비해 정

에 따른 농도차이가 약 7배로 가장 은 농도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Pb의 경우, 하천퇴 물 내 평균농도는 

3.67 mg/Kg으로 해양의 1.20 mg/Kg에 비해 약 3배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Cd와 마찬가지로 정  C8

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Hg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0.0287 mg/Kg와 0.0050～0.0762 

mg/Kg으로 나타났다. 하천 퇴 물 내 속의 평균농도는 담수 퇴 물 기 과 비교한 결과, Cr과 Ni은 평

균 으로 PEL을 과하는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Cu와 Zn는 TEL을 과하 고, 나머지 원소는 

TEL 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퇴 물 내 속 농도는 인구 집지역인 

Tafunsak, Malem, Utwe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 다.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heavy metals in surface sediment from coastal region of Kosrae state 

of Micronesia. 



Fig. 2. continue.



Cr Ni Cu Zn As Cd Pb Hg

Soil 1150 492 139 215 1.63 0.40 29.5 0.030

Creek 1433 238 55.9 150 5.87 0.20 28.7 0.029

Marine 428 75.3 21.8 60.2 11.67 0.07 1.9 0.018

Coral atoll 17.2 6.8 1.5 3.4 0.88 0.03 0.3 0.002

TEL1 37.3 18.0 35.7 123 5.9 0.60 35.0 0.174

PEL1 90.0 36.0 197 315 17 3.53 128 1.060

TEL
2 52.3 15.9 18.7 124 7.2 0.68 20.2 0.130

PEL2 160 42.8 108 271 41.6 4.21 112 0.700

1Sediment quality guidelines (SQGs) for freshwater sediment by Smith et al. (1996)

2.Sediment quality guidelines (SQGs) for marine sediment by MacDonald et al. (1996)

Table 1. Comparison of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sediments from Kosrae state and sediment quality 

guidelines for freshwater sediment and marine sediment.

Fig. 3. Comparison of the average of metal concentrations in soil, creek, marine sediment and coral atoll 

fragment from the Kosrae state of Micronesia.

 



3.3. 토양 내 속 농도

  토양시료  Cr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1150.3 mg/Kg와 173～1857.9 mg/Kg으로 정  S2에서 최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정 에 따른 농도차이는 약 11배로 하천  해양퇴 물에 비해 상 으로 균일

한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Ni, Cu, As, Pb의 경우 정  S5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Zn은 정  S9, 

Cd 정  S1, Hg 정  2에서 최 농도를 보 으며 토양 내 속 농도의 상 인 차이는 As가 122배로 가

장 높았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2.8～10.7배의 농도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하천  해양퇴 물에 비해 상 으

로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양, 하천퇴 물, 해양퇴 물  환  구성성분내의 

속의 평균농도 비교는 Fig. 4에 나타내었다. Cr은 하천 퇴 물에서의 평균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토양>해양퇴

물>환  순으로 나타났다. Co, Ni, Cu, Zn, Cd, Pb, Hg는 모두 하천 시료 내 속의 평균농도가 가장 높

았으며, 하천퇴 물>해양퇴 물>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s는 해양퇴 물에서의 평균농도가 11.67 

mg/Kg로 가장 높았으며 하천퇴 물>토양>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속과 다른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스 주 해양퇴 물 내 속 농도는 육상기원의 토양과 환 (탄산염)의 상 인 비율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인 풍화작용  홍수림 존재 유무와 같은 향이 상 으로 더 우세하며 

Ni, Cr, Cu, As 등의 NOAA의 퇴 물 기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 인 오염보다는 기반암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후기

  본 연구는 도태평양 연구인 라 구축 사업(PE 98962)과 열  태평양기지 자원생물생산  기본 연구활

동 지원(PE 99161)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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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수호 화성호에서 식물 랑크톤 군집의 시간  변동

송태윤1, 유만호1, 이인호2, 김미옥2, 최 기1 
인하 학교 해양학과1, 농어 연구원2

              

요 약
     인공기수호에서 식물 랑크톤의 계  천이와 환경요인간의 계를 이해하기 해 화성호 내·외측
에서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 지 (외측 2개, 내측 4개)에서 식물 랑크톤 종조성, 생물량, 그리고 물
리·화학  환경변수를 조사하 다. 방조제 갑문을 통한 지속 인 해수유통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식물
랑크톤 종조성은 호수 외측에서 규조류가 우 한 반면, 내측에서는 와편모조류, 남조류, 규조류, 은편모

조류의 우 이 시기마다 변하 고, 식물 랑크톤 존량은 외측에 비해 내측에서 매우 높았다. 정 응분
석(CCA) 결과에 따르면, 호수 내측에서 식물 랑크톤 군집의 시간  변동은 염분, 수온, 강수량, 총인, 바
람과 높은 상 계를 보 다. 특히 우 종의 변화를 보면, 26 psu 이상의 다염분(polyhaline) 특성을 보인 
철 갈수기(5-6월; 다염- 온)에는 와편모조류 Gymnodinium sp.(<10um), Prorocentrum triestinum와 침

편모조류 Hetersigma akashiwo가 우 하 고, 집 호우로 인한 염분 감(<4 psu)과 강한 바람이 발생한 
장마철(7월, 9월; 빈염- 온)에는 일시부유성 규조류인 Cylindrotheca closterium이 우 하 다. 한 장마 
이후 빈염(oligohaline) 환경이 지속되던 8월(빈염-고온)에는 32 ℃이상의 수온 증가로 담수성 남조류 
Oscillatoria  spp.가  우 하 고, 가을 온기( 염- 온)에는 은편모조류 Chroomonas sp.가 우 하는 양
상으로 개되었다. 결론 으로 화성호의 식물 랑크톤 천이는 수온에 의한 계  향과 함께 화성호의 
수문학  특성(작은 유역, 은 하천유량, 작은 수용량)때문에 강수량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부 양화에 취약한 인공기수호의 수질 리를 해서는 수문
학  요소가 호수 생태계의 천이과정에 미치는 향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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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인근 해역의 계 별 수괴 분포 특성
박상우, 이진 , 신기홍(해양유비쿼터스), 김종규†( 남 학교)

 The Characteristics of Seasonal Water Masses in the Cheonsu Bay 

S.U.Park, J.K.Kim†(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천수만 인근 해역의 담수호  온배수 방류와 남쪽의 좁은 수로를 통해서 이루어지

는 해수 교환에 따른 천수만 인근 해역의 수괴분포 특성을 악하기 하여 2011년 하계  2012
년 동계에 CTD를 이용하여 장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천수만 인근 해역의 수괴분포 특성은 

담수호  온배수 방류 등에 의해 국지 으로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reshwater from near lakes and thermal 

effluents on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For this, CTD measurement was conducted through 

2 seasons from August, 2011 to January, 2012 in the Cheonsu Bay. As a result, water masses 

in the Cheonsu Bay proved that they are considerably affected by a freshwater of the near 

lakes and thermal effluents.

Keywords : Cheonsu Bay(천수만), Temperature(수온), Salinity(염분), Water Masses(수괴)

1. 서론

   서해 부에 있는 천수만은 남북 방향 길이 약 35 km, 동서방향 폭 약 10 km, 평균 수심 약 20 m 내외의 천해성 

내만으로(국립지리원[1977]), 연  높은 탁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의 서쪽에는 안면도가 치해 있으며, 

북쪽에는 태안군과 서산시, 동쪽에는 홍성군과 보령시로 둘러싸여 있어 해수의 유통이 남쪽의 좁은 입구로만 이루어지

는 반폐쇄 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천수만은 지리 으로 외해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 생물의 산란  보육장으

로서의 높은 생물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방조제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와 남쪽의 좁은 수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한

된 해수 교환은 이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많은 향을 주고 있다. 인근지역에는 많은 방조제가 건설되었는데, 

1983년에 건설된 서산 A지구 방조제(간월호), 1985년에 건설된 서산 B지구 방조제(부남호)가 표 이며, 그 외에도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홍성 방조제(모산만)와 보령 방조제(오천만)가 추가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방조제의 건설로 

천수만의 면 은 380 km2에서 180 km2로 크게 감소하 으며(박[1976]. 이 등[2011]), 만내로 유입되는 외해수의 유속과 

통수량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1996]). 특히 천수만 북쪽에 치한 간월호와 부남호에서는 여름철 간헐

으로 량의 담수를 배출하는데, 이로 인하여 만내에서 염분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재의 천수만 인근 해역의 계 별 수온 염분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해 2011년 하계부터 2012년 춘계까지 1년간 

각 계 별 ·소조기에 측을 실시하 고, 측기간동안의 천수만 주변해역의 수온과 NOAA 성에 의한 해수표면 

수온 상자료를 비교하 으며, 장 측을 통해 얻어진 수온과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수괴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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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방법

2.1 장조사

   조사에 사용된 측기기(CTD)는 Ocean seven 304 모델이며 기 도도(C), 수온(T), 압력(D) 센서가 장착된 기기

로, 각 센서의 감응시간은 약 0.5 이며, 정확한 자료획득을 하여 측기기의 하강속도를 0.5m/s 이하로 유지하 다. 

측은 천수만 주변해역의 수심별 수온 염분 분포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하기 해 선박 3척을 동시에 이용하

여 100개 정 에서 CTD 3기와 GPS 3기를 사용하여 실시하 다. 측은 4계 에 걸쳐 수행하 으며, 측 정 은 Fig. 

1에 나타내었다. 

2.2 성 상자료 분석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에서는 1989년 말부터 NOAA 성에 의한 해수표면 수온자료를 실시간으로 분

석하여 등온선으로 나타내어 어민과 련수산단체에 자료를 제공  서비스하고 있다(해양수산연구정보포털[ 재]). 

하루 4-6회 수신된 자료는 먼  상자동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분석이 되고, 수신자료(1회 수신자료 : 80MB)는 4mm 

TAPE에 장되어 보 하고 있으며 분석된 COLOR 상 자료역시 Tape에 장보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자

료는 이미 분석된 자료로 image 하나당 약 100-350KB를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측기간동안 천수만 주변해역의 

수온과 NOAA 성에 의한 해수표면 수온 상자료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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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bservation station



3. 결과  고찰

3.1 장조사 결과

   천수만 인근해역의 계 별 특징을 악하기 하여 수온과 염분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측결과 하계(2011년 

8월 18일) 조기 수온 약 24 ∼ 27℃, 평균 수온 25.4℃ 로 나타났고, 염분 약 4 ∼ 30psu, 평균 염분은 26.8psu 로서 

측 일 내린 폭우의 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계(2012년  1월 27일) 조기 수온범  약 2.0 ∼ 11.0℃, 평균 

수온 4.1℃ 로 나타났고, 염분범  약 31 ∼ 33psu, 평균 염분 32.5psu 로 나타났다[박[2012]).

3.2 성 상자료 분석 결과

   하계 조기  소조기의 NOAA 성의 해수면 수온자료는 측 상해역인 서해안 보령지역에서 약 20 ∼ 25℃의 

수온분포를 나타내며, 연안쪽에서 다소 높은 수온이 나타났다(Fig. 2). 

   동계 조기  소조기의 NOAA 성의 해수면 수온자료는 측 상해역인 서해안 보령지역에서 약 5℃ 내외의 

수온분포를 나타내며, 하계에 비하여 연안쪽에서 다소 낮은 수온이 나타났다(Fig. 3).

3.3 수괴분석 결과

  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표층 수온과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수괴분석(T-S diagram)을 수행하 다.

  하계 조기 수괴분석결과는 장조사 일 내린 폭우로 인해 조사 상 해역의 수형이 다소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

었다. 체로 수온은 26℃, 염분은 20  ̴ 30psu 후의 수괴로 특징지울 수 있었다. 소조기 수괴분석결과는 조기시에 

비해 상 으로 수형이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체로 수온은 25℃, 염분은 28psu 후의 수괴로 특징지울 수 있

었다(Fig. 4).

  동계 수괴분석결과는 반 으로 단순한 형태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발 소 인근의 특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기시는 체로 수온은 2  ̴ 5℃, 염분은 33psu 후의 수괴로 특징지울 수 있었으며, 소조기시는 체로 수

온은 3  ̴ 7℃, 염분은 33psu 후의 수괴로 특징지울 수 있었다(Fig. 5).

 

Fig. 2 Satellite images(Summer) : Spring tide(left), Neap tide(right)



 

Fig. 3 Satellite images(Winter) : Spring tide(left), Neap tide(right) 

Fig. 4 T-S diagram  (Summer) : Spring tide(left), Nap tide(right)



Fig. 5 T-S diagram (Winter) : Spring tide(left), Neap tide(right)

4. 요약  결론

   천수만 인근 해역의 계 별 수온과 염분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해 2011년 하계부터 2012년 춘계까지 1년간 각 계

별 ·소조기에 측을 실시하 고, 측기간동안의 천수만 주변해역의 수온과 NOAA 성에 의한 해수표면 수온

상자료를 비교하 으며, 장 측을 통해 얻어진 수온과 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수괴분석(T-S diagram)을 실시하 다. 

   표층, 층  층의 수온분포는 하계시에 약 24 ∼ 27℃의 범 를 나타내었고 동계시에 약 2 ∼ 11℃의 범 를 

나타내었다. 표층, 층  층의 염분분포는 하계시에 약 4 ∼ 32psu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동계시에 약 31 ∼ 

33psu의 범 를 나타내었다. 한편, 인공 성 상 자료에 의한 표층 수온분포도 측기간동안의 수온값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수괴분석결과 하계 조기시는 측 일 내린 폭우로 인해 조사 상 해역의 수형이 다소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었

으며, 소조기에는 조기시에 비해 상 으로 수형이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추계, 동계  춘계는 반 으로 하

계에 비해 상 으로 수형이 단순한 형태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 으로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분포는 기냉각, 류 상  강한 조류의 향을 받은 연직혼합 등에 의하여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국지 으로 하천 부근 등에서 균일하지 못한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하천의 유량이 

증가하는 하계 장마시에는 다소 큰 변화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수온  염분 분포특성은 담수의 유입정도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었고, 천수만 인근 해역

의 수형은 계 별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천수만은 반폐쇄성 해역 특성을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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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마산만 지형 변화에 따른 

해수유동 변화 특성 연구

김진호, 이원찬, 박성은, 김정배, 김형철, 홍석진, 조윤식, 김선  (국립수산과학원)

A study of water current by geographical variation

 in Masan Bay using modeling

J.H.Kim, W.C.Lee, S.E.Park, J.B.Kim, H.C.Kim, S.J.Hong, Y.C.Cho, S.Y.Kim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Marine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요 약

마산만은 지형 으로 폭이 좁고 긴 형태로 이루어진 반폐쇄성 해역으로 해수교환이 어려운 조건에 

있으며, 하천을 통한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유입과 해  지형의 형상  해역의 개발로 인한 지형변

화가 해수의 유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해역은 육상오염원의 희석  확산 경로 

악이 매우 요하며, 이를 해서 해수유동모델을 이용한 물질 수송량  물질 체류시간의 산정

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변화에 따른 마산만 해수유동의 변화와 물질 수송량의 차이를 정량 으로 악

하고, 체류시간의 계산을 통해 장기간 물질수송에 있어서 지형변화가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EFDC를 이용한 해수유동 모델링 결과, 2006년과 2012년 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발생에 

따른 물질수송량의 차이를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하 다.

ABSTRACT

As Masan Bay is narrow and semiclosed waters, it's not easy to exchange seawater in that 

region. Also it is predicted that the water current will be affected by geographical variation 

according to the influx of contaminants through the river and change of submarine topography 

by development. In this area,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rajectories of dilution and 

dispersion of contaminants. For this estimating mass transport and residence time using 

hydrodynamic model would be useful.

In this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geographical variation to mass transport and 

residence time and the effects of long term mass transport. In the results,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difference of mass transport quantitatively by geographical variation driven by 

massive construction project in 2006 and 2012.

Keywords : water current(해수유동), geographical variation(지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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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구역의 잔차류  염수침입 특성
김종규( 남 학교)

Saltwater Intrusion and Residual Current in the Seomjin River Estuary

J.K.Kim(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섬진강 하구역의 잔차류  염수침입 특성을 장 측(CTD)  3차원 수치모델(EFDC)을 이용하여  

악하 다. 그 결과, 섬진강 하구역의 순환구조는 하천유출량 등의 향으로 다소 복잡한 상을 

나타내었으며, 2층 순환구조(two-layer circulation system)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try to identify the three-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Seomjin River discharges to 
consider their physical properties using seasonal field observation during spring tide and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ing with EFDC. Vertical sections of density along LINE-A represent 
the formation of two-layer circualtion system.

Keywords : Seomjin River Estuary(섬진강 하구), Stratification (성층), Three-dimensional Circulation (3차원 해수유

동)

1. 서 론

   본 연구의 상해역인 섬진강 하구역은 남해안 부에 치해 있으며, 유역면 이 4,897㎢인 섬진강에서 년간 약 

20~6,000㎥/s의 담수가 배출되고, 동 양시, 양군, 하동군, 남해군 등의 도시에서 생활하수  하동화력발 소, 

K-POWER 복합화력발 소 등과 같은 산업시설에서 온배수가 유입되며, 수심이 얕고 지형이 복잡해 해수유동 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해수유동의 주요원인은 조석․조류 상이나, 계 으로는 하천유량에 의한 흐름이 하구역

의 흐름을 좌우한다. 하구의 독립 인 특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으며, 인간생활에 직·간 인 향을 

주면서 하구의 환경  가치는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하구의 요성에 따른 개발  보존 그리고 환경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한편, 섬진강 하구역에서 염분의 경사에 따른 동·식물 랑크톤의 종조성  존량의 변화양상 연구(권기  등, 

2001), 양만내 하구순환 특성 연구(김종규 등, 2005), 섬진강 유출수의 3차원 거동 특성에 한 연구(김종규 등, 

2006), 섬진강 하천유출수의 시·공간  혼합특성에 한 연구(곽경일, 2008) 등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하구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한, 하구역에서의 성층 상은 기와의 열교환  담수유입에 따른 담수와 해수의 염분차에 의한 도차 는 수

괴들간의 도차에 기인하며, 이러한 도류의 표 인 로 2층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섬진강 하구역

에서의 해수순환(유동  잔차류)  염수침입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Corresponding author: kimjk@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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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방법

2.1 장조사

   섬진강 하구역의 순환구조 특성을 악하기 하여 2012년 6월, 8월, 10월에 고조와 조 ·후 1시간 30분 시 에

서 총 22개의 정 에서 CTD를 이용하여 수온/염분을 측하 다(Fig. 1). 섬진강 상류로부터 하구역인 양만 입구에 

이르는 LINE-A에서 고조  조시 연직 수온/염분 측자료에 의한 도분포로부터 담수와 해수의 성층  혼합

상을 악하 다. 한, 담수유입으로 인한 향을 악하기 하여 섬진강 수 측소인 하동2 측소의 수 자료를 

획득하여 일 유량자료를 산정하 다.

 

Fig. 1 Study area and location of CTD stations

Fig. 2 Computational grid system 



2.2 수치모델링

   본 연구에 사용된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모델은 연안, 하구, 호소, 습지  수지 등의 유동 

 물질수송을 모의하는 3차원 수치모델로서 미국 VIMS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에서 개발되었으며, 미

국 환경청(EPA)의 공인 모델로 지정되어 있다. 

   수치계산 역은 섬진강 하구역을 심으로 양만  여수해만, 사천만 일  해역을 포함하여 구성하 다(Fig. 2). 

격자는 직교가변격자로 최소격자 50x50과 최 격자 200x200, 유효 계산격자는 83,510개의 444x509(49.8kmx52.6km) 격

자망으로 섬진강 하구역에서 격자 간격이 작고  그 크기가 커지도록 구성하 다. 연직방향으로는 5개의 sigma 층

으로 구성하 는데, σ좌표계의 특성상 수심에 따라 5개의 층이 항상 존재함으로써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일정한 수직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계산간격 Δt는 2 로 CFL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하 다. 

 

3. 결과  고찰

3.1 월별 섬진강 담수 유입량

   섬진강 하구역의 도(수온  염분) 변화에 향을 미치는 6월, 8월과 10월 측시의 담수유입량을 Table 1에 나

타내었다.

2012 Spring (June 11) Summer (Aug. 7) Autumn (Oct. 12)

  365.16 419.72 391.7

Ta bl e  1 Seomjin River dischange data 

3.2 도분포 특성

   하구는 담수의 유입과 해수와의 혼합으로 인한 순환형태 등의 변화가 큰 편이다. 이러한 변화  하구에서의 순환

은 담수의 유입과 해수와의 서로 다른 특성의 도차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고염의 무거운 도의 해수와 염의 

가벼운 도의 담수가 만나면서 열염 선을 형성하게 되며, 표층구배에 의한 순압경도력과 이로 인한 수평방향으로 

도의 변화로 층에서 경압경도력이 발생하여 2층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섬진강 하구역의 순환구조(염수침입)를 악하기 하여, 섬진강 상류로부터 하구역인 양만 입구에 이르

는 LINE-A에 한 분석을 실시하 으며, 연직 도분포를 Fig. 3에 나타내었다. 

3.3 해수순환 특성

   수치계산으로 재 된 해수순환(유동  잔차류) 특성은 창조류시 여수해만을 북진하는 조류의 부분은 양만  

섬진강 하구까지 진입하 으며, 일부는 도수도를 통과하고 노량수도를 통과하 다. 한 낙조류시는 체 으로 창

조류시와 반 방향의 흐름양상을 보이는 일반 인 조류패턴을 잘 나타내었다(Fig. 4). 한편, 계 별 잔차류 분포특성은 

섬진강 하구역의 복잡한 지형  주변 산업단지와 하천에서 유입되는 유입량에 따라 국지성 와류 발생 등으로 복잡한 

흐름양상을 보 으며, 노량수도 서측의 도를 기 으로 북측해역으로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나타내었고, 남측해역에

서 시계방향의 흐름을 나타내었다(Fig. 5). 추계의 경우 포스코 동측 해역에서는 5 cm/s 이하의 흐름으로 남향하는 흐

름을 나타내었으며, 하계의 경우 섬진강 담수 유입으로 인하여 최  7 cm/s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잔차

류 흐름은 여수해만까지 국부 으로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High Water in June 11, 2012 (b) Low Water in June 11, 2012

(b) Low Water in Aug. 07, 2012 (b) Low Water in Aug. 07, 2012

(a) High Water in Oct. 12, 2012 (a) High Water in Oct. 12, 2012

Fig. 3 Vertical density distributions of spring tide in Summer and Autumn(LINE-A)



Fig. 4 Vector diagram during spring tide Fig. 5 Vector diagram of tidal residual current

4.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섬진강 하구역의 해수순환(유동  잔차류)  염수침입 특성을 장 측과 3차원 수치모델(EFDC)을 

이용하여 악하 다. 

  그 결과, 섬진강 하구역의 잔차류  염수침입 특성은 반 으로 섬진강 유출량의 계  변동, 해수유동구조  온

배수 등에 의해 다소 복잡한 상을 나타내었으며, 2층 순환구조(two-layer circulation system) 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이들 자료는 양만  섬진강 하구역 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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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모델을 이용한 미더덕어장 재배치 시나리오
홍석진, 이원찬, 김정배, 김형철, 조윤식, 김선 , 김진호, 최희구(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Relocation Scenarios for Styela Clava  Farm using Ecosystem Model  

S.J. Hong, W.C. Lee, J.B. Kim, H.C. Kim, Y.S. Cho, S.Y. Kim, C.S. Kim, J.H. Kim, H.G. Choi

(National Fishery and Research Development Institute, Marine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요 약

우리나라의 미더덕 연간생산의 2/3이상을 차지하는 진동만은 매년 생산성 하락으로 어민들이 피해

를 입고 있다. 미더덕의 양식장의 생물성장을 측하고 생태  환경용량을 산정하기 해 생태계모

델을 새롭게 구성하 다. 본 모델은 미더덕의 먹이물질과 배설물의 물질순환을 계산하는 부분과 양

식 생물 성장 부분으로 구분된다. 생물의 성장은 먹이 섭이량에 근거한 에 지 환 수지에 따라 

체계화된 “scope for growth" 개념에 근거하여 수식화 하 다. 생태계 모델 시나리오분석은 서식에 

부 한 지역을 가장 합한 지역이면서, 공간 인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이 할 경우에 상 생산

량의 변동과,  지 에서 공간 인 이동 없이 입식량을 변동시켰을 경우에 상 생산량 변동  

배설물에 의한 환경의 변동 등을 측하 다.

ABSTRACT

It accounted for over 2/3 annual production of warty sea squirt(Styela Clava) in Korea, in the 

Jindong bay, every year, however, the productivity have been lowered. In this study, a new 

ecosystem model was constructed to predict expected yields and to estimate the ecological 

carrying capacity of fisheries farm area. This model has two major routines, one is material 

circulation for calculate the quantity of seston and fecal decomposition and the other describes a 

growth of aquaculture organisms. The growth of Styela Clava. considering concept of “scope for 

growth" which was systematized by the energy conversion budget based on food consumption. 

In model scenario,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quality was important focus. It contained, 

rearrangement of farm area from not suitable for growth to more suitable site. In addition, we 

tried to predict final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variation by fecal load at different initial 

condition of aquaculture organism quantity without relocation.

Keywords : Styela Clava(미더덕), Ecosystem model(생태계 모델), SFG(Scope for growth), 

  Jindong bay(진동만), Relocation aquaculture farm(양식장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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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경보에 따른 폭풍해일  연안침수범람 측 시스템

윤 종 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Forecasting System of Storm Surge and Coastal Inundation 

Based on Typhoon Advisories

J.J.Yo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ABSTRACT

The coastal area of Korea is damaged by the approach of typhoons every 

year. The most serious inundation damage, with loss of lives and properties, 

was caused by typhoon Maemi in September 2003. After this event, there 

has been increased interest in addressing these coastal zone problems.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accurately forecast the storm surge height. In this 

study, using a numerical finite-volume coastal ocean model (FVCOM), a 

storm surge was simulated to investigate its inundation characteristics for 

the coastal area at Masan, Yeosu, Busan and Mokpo cities on the southern 

and western coast of Korea. In the model, a moving boundary condition 

(wet-dry treatment) was applied to examine inundation propagation by 

storm surge. The model grids were extended up through the lowland area 

by applying the DEM, made by precisely combining the airborne-LiDAR 

survey and bathymetry data. A minimum 30 m resolution unstructured 

triangular mesh was applied to calculate the storm surge and inland 

inundation. Simulated inundation range and depth were compared with the 

inundation map made from field measurements after the typhoon event. The 

results of inundation simulations in this study show good correspondence 

with not only the observed inundation area but also inundation depth. We 

also developed operational prediction system for the coastal inundation by 

storm surge. The modeling system comprises of atmospheric and 

hydrodynamic models. The hydrodynamic variables are forecasted in the 

120-hours based on KMA's typhoon advisories. This automatic operating 

system designed to make forecast results within 1 hour per typhoon 

advisory. The developed system was tested for the typhoon Sanba which 

attacked to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on September 2012. The 

numerical model system adopted in this study could be a useful tool for 

analyzing storm surges, and for predicting coastal inundation.

Keywords : storm surge(폭풍해일), inundation(침수범람), 

forecasting system( 측시스템), F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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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해양지 장을 한 국내법률 정비 방안
윤성순,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Suggestion for improving national legislations on CO2 capture and storage in 
Sub-sea geological formations  

Sung Soon Yoon, SuJin Park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2013년 4월 해양수산부(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가 5년 만에 부활하면서 해양거버 스
가 새로운 형태로 형성되고 발 할 것으로 망된다. 2010년 2월 개최된 제7차 녹색성장 원회에
서는 CCS 기술을 ‘2010년도 녹색성장 7  실천 과제’  ‘10  핵심기술’ 의 하나로 제시하
으며, 같은 해 7월 련 부처는 공동으로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 다. 해양수산부
는 2010년 10월에 ‘CO2 해양지 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CO2의 해양 CCS 실용화를 한 
CO2 장지 선정-수송- 장-폐쇄-사후 리 등에 한 기술개발과 세부정책, 법제도 정비 등을 
마련하고 있다. CO2의 해양지 장을 한 실용화를 해서는 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 히 필
요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각종 규정을 시의 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장지 탐사단계-2015년 실증 비단계-2017년 실증단계-2020년 상업화 단계라는 ‘해양 
CCS 정책 로드맵’에 따라, 향후 CCS 종합추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입법방식  법
률체계 정비방향을 제시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가칭)이산화탄소의 해양지  장  리
에 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 으며, 세부 법률안에 포함될 사항에 해 고찰해 보았다.

ABSTRACT
On April 2013, with the re-establishment of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MOF) in 5 
years, it is anticipated that marine governance will be newly formed and be further 
developed. The 7th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held on February, 2010 has 
proposed CCS technology as one of '10 core technology' under '7 Green Growth Action 
Plans for 2010'. On July, 2010 the relevant Ministries jointly have come up with 'National 
Comprehensive CCS Strategic Plan'. On October, 2010 MOF has set up 'Action Plan for CO2 
Capture and Storage in Sub-sea Geological Formations' and the Ministry has been 
established technology development, policies and relevant legal system necessary for  
practical use of CO2 storage in sub-sea geological formations regarding designation of CO2 
storage site, transportation, storage, closure and follow-up management, etc. In order to 
realize the practical use of CO2 storage in sub-sea geological formations, it is urgent to 
organize relevant legal systems and to set up regulations necessary for each stage. 
According to 'Policy Road-map for marine CCS' which has set up several stages such 
as 2013 storage site exploration stage, 2015 preparation stage, 2017 demonstration 
stage and 2020 commercialization stage, this study has proposed legislative method and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legal system conducive to smooth undertaking of  
'National Comprehensive CCS Strategic Plan'. In particular, this study has suggested to 
enact 'Act on CO2 Storage and Management in Sub-sea Geological Formations' and has 

considered elements to be included in its provisions.     

K e y w o r d s  :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CO2 storage in geological formations, 

Legal Issue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egislation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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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사업의 CDM 체제 수용을 한 법  구성 요소
노 정, 허철*, 강성길, 장은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 랜트연구소 해양CCS연구단)

Legal Issues for the Inclusion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to Clean Development Mechanism

H.J.Noh, C.Huh, S.G.Kang, and E.K.Jang 

(MOERI/KIOST, Offshore CCS Research Unit)

               

요 약

온실가스 감축시 이산화탄소 포집  장(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기술의 요성이 세계 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비용효율성 인 측면

이 단 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제7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남아

공 더반)에서 CCS기술의 CDM체제 수용에 합의하 으며, 이를 통해 CCS사업 

확산을 한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보다 극 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주요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DM체제하의 CCS사업시 

구체  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CCS CDM 방식과 차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CCS 특정  기술 이슈들- 장지 선정  특성화, 해성  안 성 평가, 

모니터링, 재정조항, 책임, 환경  사회·경제  향 평가,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에 한 방법 정의-의 법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향

후 국내에서 해양지질층에 CO2를 장하는 해양CCS사업의 이행시 필요한 법·제

도  구성요소 수립 방안을 제안하 다. 

ABSTRACT

For reductions of greenhouse gases,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CCS) is recognized as one of key technologies. However, its low 

cost-effectiveness has been pointed out as a barrier of the deployment of 

CCS. Recent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7th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UNFCCC's Kyoto Protocol 

(CMP) decided that CCS is eligible as CDM project activities (Durban, 

Republic of South Africa, 2011), and this is objective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to CCS. In this study, we analyzed CCS specific issues- site 

selection and characterisation, risk and safety assessment, monitoring, financial 

provision, liability, and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which are 

demanding by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and suggested  laws and 

regulations for offshore CCS in Korea.

Keywords : CCS, CDM, UNFCCC, 법·제도

1. 서 론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기  온실가스의 농도를 이기 해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한 국제연합 

기본 약(기후변화 약, UNFCCC,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통해 논의 

 력 해나가고 있다. CCS 기술을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수용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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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  논의는 2005년 제 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CMP,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에서 본격 으로 시작되었으나(CMP[2005])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 계에 의해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수년에 걸쳐 논의가 계속되었다(허 등[2011]). ‘10.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6차 CMP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CMP[2010], Decision7/CMP.6), ’11년 12월 제7차 CMP(남아공 더

반)에서 CCS기술의 CDM 체제 수용 방식  차를 채택함에 따라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

의하 다(CMP[2011], Decision10/CMP.7). 노 외(2012)는 CCS기술의 CDM 체제 수용 방식  차를 분석하

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차에서 제시한 법․제도를 수립할 경

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CS CDM 방식과 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제도 임웍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CDM 체제 하의 CCS 사업 련 법·제도 기반을 

비할 것을 제언 하 다. 법·제도 기반 마련을 하여, 본 논문에서는 CCS 기술의 CDM 수용을 한 법·제도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향후 국내 법 제도의 용방안을 제안하 다.  

2.  CCS 기술의 CDM 수용에 따른 법  이슈들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도입된 교토메커니즘에는 공동이

행제도,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CDM이 있는데(에 지 리공단[2009]), CDM이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자

본투자, 기술이   배출권 구입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

축을 보다 용이하게 이루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취지의 제도인 것이다. 이 때, 온

실가스 감축량을 상정하는 방법은 Fig.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CDM에서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의 양을 인정받고 CERs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Fig. 1. CDM 체제하에서 CERs 계산법

CDM 시스템을 이해하기 해서는 ‘CDM 방식  차’를 이해하는 것 가장 요하다고 볼 수 있다. 

CDM 방식  차는 2001년 제 7차 당사국총회(모로코 마라 쉬)에서 채택되었으며, CDM 운  방법을 정

리한 문서이다. 이 방식  차는 CDM의 정의, CMP, 집행이사회, 운 기구의 역할, 사업의 인증  등록 

방법, 사업의 감독, 검증  확인, CERs의 발행에 하여 기술하고 있다 (COP[2001], Decision 17/CP.7). 

CMP는 CCS 사업의 CDM 수용을 하여 'CCS기술의 CDM 체제 수용 방식  차'를 제7차 CMP에서 채

택하 는데, 기존의 ‘CDM 방식  차’를 그 로 용하되, CCS 이슈를 포함하기 하여 정의, 참여조건, 

운 기구의 역할 등에 한 내용을 추가하 다. 특히 CCS 특정  기술 이슈- 장지 선정  특성화, 해성 

 안 성 평가, 모니터링, 재정조항, 책임, 환경  사회·경제  향 평가, CO2 장권, 근권  지하 공

극에 한 소유권에 한 방법 정의- 련 방식  차는 새롭게 개발되어 부속서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여겨 볼만하다 (노 외[2012]).

제 7차 CMP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장을 청정개발체제 방식  차가 채택됨에 따라 CCS기술은 일

정한 차에 의거하여 CDM 사업화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CCS 사업의 CDM 신청을 해서는 CDM 



사업 차  신청 방법 등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CDM 사업 차는 일반 으로 사업 기획  개발, 타

당성 확인  국가승인, 지정운 기구의 인증, 등록, 모니터링, 검증  확인, CERs 발 으로 구성된다. 이때, 

사업자는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를 작성하여 UNFCCC 운 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에 제출하여 타당성(validation) 확인을 받아야 한다(Fig.2).

Fig. 2. CDM 체제하에서 CCS 사업 이행 차 (GCCSI[2011] 일부 수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S 기술의 CDM 신청을 해서 가장 핵심 인 문서는 PDD  베이스라인&모

니터링 방법론이라고 단할 수 있다. 베이스라인&모니터링 방법론이 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CCS 기술

의 CDM체제 수용과 련하여 당사국들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랜 시간에 거쳐 논의를 거듭한 것에

는 CDM체제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CERs의 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방법론 문서가 

Fig.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정하는 방법을 구체 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CDM체제

를 통해 발 된 CERs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사용되는 만큼 CCS 기술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구  감

소가 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해 걸리는 기간 즉, 모니터링의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다. 만약 

이산화탄소의 출이 일어날 경우, 출의 책임  발 한 CERs의 취소 등의 사항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장 CO2의 모니터링이 매우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정확한 CO2 감량을 측정하기 해서는 

베이스라인의 설정 역시 매우 요한데, 기존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새로운 방법론의 용을 

원할 경우 CDM 집행 원회에 그 용성을 심사 받아야 한다. 

PDD는 CDM의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문서로써, 타당성확인  등록심사를 받기 한 가장 요한 문

서라고 볼 수 있다(Table 1). CCS 사업은 상기언 한 특징 때문에 기존 CDM사업 PDD 작성과 달리 추가

으로 CCS 특정  기술 이슈- 장지 선정  특성화, 해성  안 성 평가, 모니터링, 재정조항, 책임, 환경 

 사회·경제  향 평가,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에 한 방법 정의- 련 정보가 

PDD에 추가되어야 한다. 장지 선정  특성화와 련된 정보는 Section A.의 로젝트 활동 정보에 들어

가는데 A.2.4 Physical/Geographical location, boundaries  A.3. Geological storage site에 작성한다. 이 때, 

청정개발체제하의 이산화탄소 포집  지 장 방식  차의 부속서에 따라 장지 선정  특성화를 어

떻게 했는지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필요시, 이와 련하여 PDD의 Appendix 2. Geological storage site에 추



PROJECT DESIGN DOCUMENT (CDM-PDD)

  A. 사업활동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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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 사항을 기록한다. 해성  안 성 평가는 Section D. Risk and safety assessment에 작성된다. 청정

개발체제하의 이산화탄소 포집  지 장 방식  차의 부속서에 따라 해성  안 성 평가를 어떻게 

이행하 는지 기술하되, 다음-1) CCS 방식  차의 Appendix 9의 9번 문단에 기술된 단계를 통해 수행한 

평가  그 결과, 2) 제안된 CCS 로젝트 활동과 연계된 잠재 인 해성의 악  그 해성의 평가, 3) 

이 해성  안 성 평가 기본 정보-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이와 련하여 PDD의 Appendix 7에 추가

인 사항을 기록한다. 그 외, 모니터링은 Section D, 재정조항은 Section A.8, 책임은 Section A.9, 환경  사

회·경제  향평가는 Section E,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에 한 방법 정의는 

Section A.10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Table 2). 

Table 1.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의 주요 목차

항목  세부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

(1) 장지 선정  특성화 Section A.2.4

(2) 해성  안 성 평가 Section D

(3) 모니터링 Section B

(4) 재정조항 Section A.8

(5) 책임 Section A.9

(6) 환경  사회·경제  향 평가 Section E

(7)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에 

한 방법 정의
Section A.10

Table 2. CCS 특정  기술이슈의 PDD 추가작성 부분

2.1 CDM 체제하의 CCS사업 허가시 국가수 의 법  고려사항

제7차 CMP에서 채택한 ‘CCS기술의 CDM 체제 수용 방식  차'에서는 CCS사업을 CDM 체제로 인정

하기 한 여러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CDM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는 CCS 사업

의 경우 반드시 반 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CCS 사업을 유치하는 국가는 ‘CCS기술의 CDM 체제 수

용 방식  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 사업과정에서 이행하기 해 련 법·제도  근거와 규정

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 외[2012]). 국가  수 에서의 법·제도 수립은 CCS 사업 개발 기 사업자로 하여  

분명한 제도  의무사항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장기  

에서의 책임 이 을 법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러한 부분에 부담감을 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 을 생각해볼 수 있다. ‘CCS기술의 CDM 체제 수용 방식  차'에서는 비부속서 I 당사국이 

CDM 체제하의 CCS 사업활동에 참여하기 해서 Table 3과 같은 법·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MP[2011], Decision10/CMP.7). 



Table 3. CDM 체제하의 CCS 사업활동에 참여를 해 요구되는 비부속서 I 국가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제도

- CDM 체제하의 CCS 사업활동의 사업 조건에 따른 지질 장 부지 선정, 특성화  개발에 한 조항을 

포함한 차의 책정, 

- 사업 참여자와 상의 가능한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에 한 방법 정의,

- 폐쇄 후 단계를 포함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해 련 단체, 개인  지역사회에 생태계 피해 물질  피해 신체

 상해를 포함한 환경 피해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기 하고 효과 인 배상의 제공,

- 지질 장 부지의 완 성 회복  CCS 사업활동에 의한 장기  환경질 개선을 해서, 이산화탄소의 의도

치 않은 수 발생시 그것을 멈추거나 응하기 한 시기 하고 효과 인 개선 방안의 제공,

- 이산화탄소 지질 장 부지의 책임 부여에 한 방법 수립, 

- 장지로부터의 수를 다루는 의무를 받아들인 투자 유치국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한 방안 수립.

Table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내용은 CCS 사업은 다른 CDM사업들과 달리 추가 으로 제시된 

CCS 특정  기술 이슈- 장지 선정  특성화, 해성  안 성 평가, 모니터링, 재정조항, 책임, 환경  

사회·경제  향 평가,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에 한 방법 정의-를 다루기 해 

‘CCS기술의 CDM 체제 수용 방식  차'의 부속서에서 채택한 이슈들과 일맥상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법·제 도 에의 용

CCS 기술의 CDM 사업화와 련하여 행 국내 법·제도 황을 살펴보면 아직 그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으로 CO2 스트림의 해  지질학  층으로의 장을 허용하는 1996 런던의정서가 채택

되었고, 국내의 경우 2010년 9월 6일 해양환경 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

생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을 해양에 배출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법제도의 효율

성을 고려하여 CO2 해양지 장 행 의 법·제도 기반은 ‘해양환경 리법’을 심으로 마련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단된다.

구체  CCS 특이  구성요소로 장지 선정  특성화, 해성  안 성 평가, 모니터링, 재정조항, 책

임, 환경  사회·경제  향 평가,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에 한 방법 정의 등의 

반 에 우선 가능한 방안으로 해양환경 리법 개정을 통한 국제  CCS CDM 방식과 차를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 다. 

3.1 CO2 해양지 장소 선정기   특성화 차

해양환경 리법 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지 등의 조항을 살펴보면, 제 1항에 “ 구

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 은 해양환경의 보 · 리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

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

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을 해양에 배출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한바 있으므로 이산화탄소의 해양지 장의 최소한의 법  기 은 마련된 상태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 요구

된다.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토 로 다음의 기   차를 련 

시행령 는 시행규칙으로 추가하여 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CO2 해양지 장소의 선정기

1. 심각한 수의 험이 없어야 한다.

2. 보건 는 환경상의 험이 존재하지 않게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완 하고도 구히 장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3. 이산화탄소 장활동의 신청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장소의 안 성을 담보하기 해 장부지 

특성화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2) 특성화 차

1. CO2 해양지 장소 특성화를 한 충분한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잠재  수 경로를 악한다.

2. 해양지 장소의 구조  장소 주변 지역을 특성화 한다. 

(1)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장애물로 작용하거나, 진, 이동시키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평가한다.

(2) 해양지 장소의 3차원( 는 근  2차원) 모델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성화 한다. 

① 지질학  쇄구조

② 주입층의 지질학  특징

③ 덮개암  상부퇴 층 특징

④ 단층 구조

⑤ 장지의 공간 , 수직  범

⑥ 주입층의 장 수용능력

⑦ 유체 분포  물리  성질

⑧ 기타 련자료 

3. 해양지 장소에 주입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거동 측 평가를 시행한다. 2(2)항에 따른 모델을 

다음의 사항을 악하는데 활용한다.

① 해양지 장소안의 이산화탄소 압력  범

② 덮개암층의 균열 험  수 험

4. 부지 개발  리 계획을 수립한다. 

3.2 해성  안 성 평가

해성  안 성 평가는 이산화탄소 출의 가능성을 최 한으로 낮추고, 출이 발생했을시 향을 분

석하고 히 응하기 함이다.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차 부속서에서는 CCS 사업 활동과 근

한 생태계  보건에 미치는 잠재  향을 평가하기 해 종합 이고 주도면 한 해성  안 성 평가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해성  안 성 평가와 련하여서는 해양환경 리법의 련조항이 없으므로 신설

조항을 시행령 는 시행규칙으로 추가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1. CO2 해양지 장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험요소를 악한다. 

①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주입의 결과에 의한 잠재  험

② 지질 장 부지의 잠재  수 경로

③ 확인된 잠재  수 경로의 잠재  수 규모

④ 주입층 최  압력, 주입률  온도와 같은 잠재  수에 향을 주는 주요 요소

⑤ 수치 모델링  만들어진 여러 추정에 한 민감도

⑥ 보건  환경을 할 수 있는 기타 요소

2. 출된 이산화탄소의 잠재  향후 상태  거동, 주변 인구  생태계의 특성에 기 하여 노출의 향

을 평가 한다. 

3. 종 민감도, 험 특성화동안 확인된 잠재  수와 연 된 서식지  지역사회, 기권, 생물권  수

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함으로써 미치는 향을 평가한다.

4. 부지 개발  리 계획에 명기된 사용 조건 하에 수 험 평가를 포함한, 단-, -, 장기  지질 

장 부지의 안 성  완 성을 평가한다.

5. 출을 포함한 형 사고에 비한 다음의 긴 계획을 수립한다.

① 최 한 신속하게 행동하고 사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한 문 인력, 자재, 기구  재정  방법을 

포함하여 형 사고 시 필요한 모든 계획.

3.3 CO2 해양지 장사업 모니터링

모니터링과 련하여서는 해양환경 리법의 련조항이 없으므로 신설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단된

다. 이에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행령 는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해양지 장소의 모니터링



1. CCS 사업신청시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체 인 모니터링 계획, 이에 한 배경 자료  근거는 부록에 제시

② 모니터링 기 의 운  조직, 리 조직, 운 자에 한 내용

③ 모니터링 자료 수집  기록의 운  주체와 책임자

④ 모니터링될 자료  정보, 용 모니터링 기술, 용 치  주기

2. 모니터링시 이행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소에서 사업 이행시 보정  검증

② 수의 감지  측정

③ 모델을 통해 측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거동 검토

④ 주입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구  장  장기간 안정화 확인

⑤ 사업시작 이 에 기 측정(baseline measurement)을 실시 후 주입 이후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

⑥ 계획 로 부지 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⑦ 수시 한 후속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

3.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① 장소에 장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양의 측정  측

② 장소 주변  덮개암층 등을 통한 잠재  수의 측정

③ 불순물 등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구성 측정

④ 주입정  측정의 입구  출입구의 온도  압력 측정

⑤ 수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유량  질량의 측정  측

⑥ 모델링의 보정  업데이트

⑦ 수송  주입 시설의 부식  손 감지

⑧ 기타 자료 

4.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종료될 수 있다.

① 사업활동의 인증기간이 끝난 경우

② CERs 발행이 지된 지 20년이 지난 경우

③ 지난 10년간 수가  찰되지 않고 모델링을 통한 모든 결과가 주입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구  장을 제시할 경우(모델을 통해 측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거동과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

하고, 향후 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을 모델링  측이 제시할 경우).

 

3.4 재정 조항

재정조항과 련하여 해양환경 리법 제19조를 살펴보면, 폐기물 는 오염물질의 배출할 경우 부담 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 정장 활동에 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밖에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차에 따르면 CCS 사업참여자의 경우 련 재정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속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해양환경 리법 는 련 시행령 는 시행규칙에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① (폐쇄 이후 단계를 포함한) 모니터링 하는데 필요한 비용

② (물질  피해, 신체  상해, 환경피해 등) 사업활동에 의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응에 

필요한 비용

③ 기타 

2. 사업 참여자의 산시 재정  응 방안을 마련한다. 

3.5 ( 출시 피해보상과 같은) 책임소재  한계

책임은 사업 범   경계, CO2 수의 경우와 한 연 이 있다.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차

에서는 책임과 련하여, CO2가 출이 될 경우 각 CCS 로젝트를 실시한 국가에 지역 으로 향을 미치

므로 출된 CO2의 지역  향을 평가하여 국가의 상황에 맞춰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 참

여자가 PDD에, 지질 장 부지 는 제안된 CCS 사업 활동에 의해 생기는 책임 의무를 운 단계, 폐쇄단계, 

폐쇄 후 단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 이와 련하여, CCS기술의 CDM 체제 방



식  차에서 책임은 사업자에서 국가로 이 되기 이 에는 사업 참여자가, 그 이후에는 투자유치국에 책

임이 있다고 명시하 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에서 투자 유치국으로의 책임 이  시기를 모니터링 종료 조건

에 따라 지질 장 부지의 모니터링이 종료된 이후로 제안하 다. 따라서 국내 법․제도를 제정할 시에 책임 

이 의 조건을 분명히 하여, 사업 참여자와 CDM 사업 유치 국가의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행령 는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CCS 사업시 책임소재는 사업참여자에게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  한 가지라도 충족될 때 장소

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 되고 련 책임이 국가로 이 된다. 

① (폐쇄 이후) 일정 기간(20년)이 지난 경우 

② 폐쇄 이후 는 수의 험이 매우 을 때 

③ 모니터링이 종료된 이후

3.6 환경  사회-경제  향 평가

환경  사회-경제  향평가는 앞서 언 한 해성  안 성 평가와 한 연 계를 가진다. 즉, 

해성  안 성 평가는 좀 더 범 한 개념으로 환경  사회-경제  향 평가에 활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차 부속서에서는 CCS 사업 활동에 의한 기  배출(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수은, 다환 방향족탄화수소 등), 폐기물, 수자원의 사용에 한 환경  사회-경제  향 평

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  거주민을 보호하기 해 가용한 최선의 기술을 이용하여 평

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해양환경 리법 제 95조 해양환경 향조사 조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 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한 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 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   국토해양부장 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된 해양환경 향조

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 으로 하여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

소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감하기 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 은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 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상사업·조사항목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행령 는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CCS 사업 활동에 의한 기  배출가스(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수은, 다환 방향족탄화수소 등), 

폐기물, 수자원의 사용에 한 환경  사회-경제  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환경  거주민을 보호하기 해 가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이용하여 향평가를 실시한다.

3.7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에 한 방법 정의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차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장사업이 CO2의 장권, 근권  지

하 공극에 한 소유권에 해 국가별로 법·제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의 경우 부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장권, 근권, 소유권 등에 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을 국가에서 다룬다고 볼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이에 한 법·제도 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제 7차 CMP에서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을 합의함에 따라, 국내 CCS의 기술개발  실용화를 

해서 우선 정부가 극 으로 CCS 련한 연구개발 지원과 법, 제도  규제 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임워크가 구축 된다면 앞으로 CCS 사업을 이행할 때 제도 인 기반이 되

어 개발  실증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타 CDM사업들과 달리 

CCS 사업시 요구되는 CCS 특정  기술 이슈- 장지 선정  특성화, 해성  안 성 평가, 모니터링, 재

정조항, 책임, 환경  사회·경제  향 평가, CO2 장권, 근권  지하 공극에 한 소유권에 한 방법 



정의-의 법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에서 해양지질층에 CO2를 장하는 해양CCS사업의 CDM 사

업화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 부분을 제안하 다. 특히, 국내 으로 법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CO2 해양

지 장 행 의 법·제도 기반은 ‘해양환경 리법’을 심으로 마련하는 것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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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to establish legal framework for CCS commercialization

 by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K.H.Yook, Y.S.Ahn, S.S.Yoon(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정부는 2011년 녹색성장 원회를 통해 CCS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경제성 있는 CCS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할 계획이다. 여러 부처가 CCS 기술 개발에 여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을 
장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지  장소의 탐사와 평가를 수행하며, 지 장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성 평가 등을 비 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CCS 
기술에 한 다양한 연구․개발은 물론 CCS 기술의 상용화를 제로 한 법제
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IPCC의 CCS 특별보고서와 
EU의 에 지 로드맵, 개별국가로는 국이나 호주, 독일의 련 법제도를 검토
하여 CCS 기술의 동향과 상, 향후 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토 결과 
CCS 기술은 비화석에 지인 원자력에 지나 신재생에 지와 경쟁 계를 가지
고 있다는 ,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유  등을 활용하여 CCS 
장소를 운 하고 있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향후 CCS 기술 개발
과 상용화는 이산화탄소를 근본 으로 감하는 신재생에 지나 원자력 에 지
와 경쟁 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에 지기본계획의 추이에 좌우된다
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쉽게 장할 수 있는 
폐유  등이 부족한 환경여건을 면 히 검토하여 향후 CCS 기술의 상용화에 
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national road-map for CCS was present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in 2011. According to this 
road-map, CCS technology is scheduled to deploy a commercial scale by 
2020 with economic efficiency.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ministries,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has been in charge of marine 
exploration and assessment of marin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Diverse research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of CCS technology are 
underway in many countries worldwide and the legal systems for CCS 
technology have been prepared reflecting their own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The IPCC released special report on CCS technology for 
policy-makers. Also, many other policy implications for CCS can be found 
on the EU's Energy Road-map and the legal systems of the UK, Australia 
and German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o us 
for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for CCS technology.

Keywords : CCS technology, marine geological storage, EU 

energy road-map, IPCC special report on CCS, 

commercialization of CC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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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주기 과정에서 선박수송의 법  검토와 개선 과제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Legal Issues and Legislation Improvement regarding Shipping transportation 
in CO₂Marine Geological Storage 

                  Kyung Shin, KIM (Marine Policy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2010년에 수립된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CCS의 물류체인은 포집→수송→ 장단계로 연계됨. 
이 계획에 따라 발생원에서 포집된 CO2의 수송은 ‘20년까지는 선박을 활용하고 ’20년 이후에는 이 라인
을 이용하는 2단계 수송 체계임. 부분 해안가에 치한 국내 CO2 포집원과 장지로 유력한 후보지인 
울릉분지 간 연계를 해 규모 통합 실증 단계에서는 선박을 활용한 수송을 우선 으로 검토하고 ‘20년 
이후에는 장기간 규모 수송을 해 이 라인을 활용하고 국가 수송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임. 이에 따
라 이번 연구에서는 육지에서 포집된 CO2의 수송단계  선박 수송을 상으로 ’법  근거‘, ’인  기 ‘, ’
물  기 ‘, ’안  기 ‘ 등 4개 분야에 해 행 법률을 검토하고 향후 규모 실증 단계  상용화를 
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 음.

ABSTRACT
 Carbone Dioxc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CCS) is now being recognized as one of key 
technologies to mitigate climate change in Korea and the CCS is underway for a CCS demonstration 
project. On July, 2010, Korea government has set up 'National Comprehensive CCS Strategic Plan' and
October, 2010, MLTM(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now Minisrty of Ocean and 
Fisheries) has set up 'Action Plan for CO₂ Marine Geological Storage'. In this Plans, CO₂
transportation has two steps, using shipping by 2020 and pipeline above 2020. Here, we aim to review  
legal issues and legislation improvement regarding Shipping transportation in CO₂Marine Geological 
Storage.

 Keywords : Marine Geological Storage(해양지 장), Shipping Transportation(해상 운송), Legal      
               Issues(법  쟁 ), Carbone Dioxc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CCS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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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경  유형 분류체계 방안
최 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

Classification of Coastal Landscape Types in Korea
 Jiyeon Choi(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연안경 의 체계  리를 해서는 연안경 을 구성하는 자연환경과 인간행  등과 련된 요소와 

요소간의 상호 계를 악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요하다. 즉, 연안경 은 기본 으로 연안의 독
특한 ‘사회-생태체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연안경 단 를 설정하고, 개별 연안경 단 마다 지형, 생태
계, 토지이용 등의 동질  혹은 이질  특성을 규명하여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국은 연안경 을 
요한 자연자원의 일부로 보 ․이용하기 해 지역개발계획에서부터 생태계보호계획에 이르기까지 해양경

특성평가를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안경  분류는 ‘육역’ 심의 이용패턴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 연안경 의 요요소인 해안선과 해역환경에 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천시와 
울진군을 상으로 ‘연안환경-토지이용체계’의 연결성을 고려한 연안경  분류를 시도해보고, 이에 따른 
경  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oastal landscap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lements and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coastal environment and human 
activities. Coastal landscape units can be set up by considering the connectivity of social-ecological 
systems, coastal landscape units can be classified by the type of geomorphology, ecosystems, land use 
per unit of homogeneous or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In the UK, in order to conserve and 
sustainable use coastal landscape as a part of natural resource, seascape character assessment system 
is applied to marine plans. In Korea, coastal landscape classification is to distinguish according to the 
coastal land use pattern so that it was a lack of consideration for important element of seascape and 
coastline. The study is to present the classification of coastal landscape types considering the 
connection on the 'coastal ecosystem-social system(land use) by analysing the case fo Sacheon and 
Uljin

K e y w o r d s : Coastal landscape(연안경 ), Socio-ecological system(사회-생태체계), 
Seascape character assessment(해양경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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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 관련 마산항 방재 대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chnical Analysis and Improvements of Disaster Measures of Masan Port 

to Sea Level Rise 

K.H.Yook(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진 인 상승은 태풍 등 극한기상 상에 따른 
해일과 함께 발생하여 연안 지역에 침수와 같은 피해를 입힌다. 태국이나 방
라데시, 미국의 미시시피 하구역 등 연안 지 에서는 열 성 폭풍과 집 강
우에 의해 범람이 더 잦아지고 그 지속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국 으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4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연안지역이 약 4.2㎢나 침수된 마산시(  창원시)에서는 
이후 방재언덕과 같은 해일방지 책을 수립하 고, 최근에는 (구)국토해양부가 
마산만 입구에 가동식 방조제를 건설하는 책도 수립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응하기 해 마산만에 제안된 여러 재해 책들을 검토하 다. 
이를 해 각 책의 설계과정에서 고려된 기술 인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을 모색하여 해수면 상승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마산만 연안지역의 해수면 상승 책을 분석하고 안을 제시하는 과정

은 다른 연안지역의 기후변화 응정책 수립에도 의미있는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Coastal communities are suffering from heavy damage by storm surge with 
raised sea level due to global warming. The coastal lowlands, such as 
estuary or lowland along the coastal area have been flooded by tropical 
storms and heavy rainfall with more frequent and longer duration. Typhoon 
Maemi in 2003 caused dozens of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of more 
than 4 trillion nationwide. Masan Bay, as one of the most severed flooded 
areas, was inundated more than 4.2 square kilometers at Typhoon Maemi. 
After this damage, Masan municipal government and relevant government 
agency under the MLTM(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 plan various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such as an artificial 
coastal hills and movable dyke at the entrance of Masan bay. This study 
examined these measures based on the technical construction guideline 
related to these kind of port facilities and tried to propose rational 
alternatives to the previous plans. This study is expected to show 
meaningful adaptation strategies to climate change to other coastal areas 
which are seeking for proper measures to prevent coastal disaster relevant 
to climate change.  

Keywords : Typhoon Maemi, adaptation, movable dyke, 

artificial coastal hills, sea level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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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연안 리를 한 연안용도해역제 개편방안
최 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

A Study on the Reform of Coastal Water Zoning System in Korea
 Jiyeon Choi(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해양공간·자원의 이용․개발수요 확 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등이 요한 국제  
안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 국에서는 생태계기반의 해양공간 리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해양공간을 재 이용특성과 미래수요를 고려하여 리하기 해 연안용도해역제도를 도입․ 용
하고 있다. 재 연안용도해역제도는 연안개발․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계획  연안 리제도를 확립하고, 연
안보 ․이용갈등의 조정과 무분별한 연안개발로부터 연안환경을 훼손하는 방지수단이다. 그러나 실질
으로 해양공간에 이미 지정된 해역․구역․지구가 79개에 이름에 따라 법률간 상충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
며, 실질 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해양생태계와 인간행  간 인과계를 규명해 낼 
수 있는 기본정보의 구축과 생태  가치를 평가해 낼 수 있는 과학  수단이 부족하여 실질 으로 생태계
기반의 연안용도해역을 설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안용도해역에 합한 보 ․이용․개발행

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실효  이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용도
해역제도의 실효  이행을 해 계획체계 개편, 규제방식 도입과 용도해역 재분류 등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ABSTRACT 
Many countries have been interested in growing ecosystem-based marine spatial planning as the 

incidence of the new demands of ocean and coastal space and resources and climate change. In Korea, 
the coastal water zoning system is introduced and implemented to manage coastal areas considering 
use characteristics and future demands. The purpose of the coastal water zoning system is to 
establish coastal planning to harmoniz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ordinate coastal conflicts and 
to prevent coastal resources from reckless coastal development. It appears a conflict between the laws 
and the purposes specified in functional zones in the coastal waters, however, in the absence of policy 
measures that allows you to adjust it substantially. It also means lack of basic information and be 
able to evaluate the ecological value of marine ecosystems and human activities, which can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coastal water zoning system effectively, This 
study suggest to the reform coastal planning system,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mechanism and 
reclassified coastal functional zones.

K e y w o r d s : Coastal water zoning system(연안용도해역), Marine spatial planning(해양공간
계획), Coastal use permit system(연안이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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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 · 리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
손규희*· 박혜민*· 육근형**

*해양환경 리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aster plan
Kyu-Hee Son*, Hye-Min Park* and Keun-Hyung Yook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해양생태계의 종합·체계  리를 하여 해양생물서식지 리,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 해양생태계 조사 

등 해양생태계 분야 반을 종합하는 10년 단 의 해양생태계 보 · 리 기본계획이 2009년 수립되었다. 

「해양생태계의 보   리에 한 법률」에서는 해양생태계 보 과 련된 주요 계획  그 집행 결과를 

정기 으로 보고하도록 하 다. 이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양생태계 보 과 련되어 추진하고 집행한 

정책에 한 평가를 하고, 향후 해양생태계 보  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 다.

 지난 5년간 기본계획 실행에 투입된 산은 연간 585억원으로 계획 비 집행률은 60.1% 다. 5  실천목

표별 집행률  해양생물 다양성 보   리강화 분야(50.8%)와 해양생태계 조사체계 구축  지식기반 

강화 분야(29.8%)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향후 해양생태계 련 기 조사 확   강화,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   해양생태  활성화, 해양생태계 통합 리 시스템 구축, 해양생명자원의 체계  확보  리 등을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BSTRACT

  In order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manage the marine ecosystem, the 10 year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aster plan was established in 2009. This plan combines all 

fields of the marine ecosystem such as habitat management, biodiversity securement and marine 

ecosystem survey. It is mandated by the「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to 

regularly report on the key plans for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the outcomes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act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2008 - 2012 evaluation of the policies 

planned and implemented in relations to the con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as well as provide 

future outlooks on possible policies to effectively conserve the marine ecosystem. 

  During the first 5 years, the master plan has received an annual budget of 58.5 billion won but only 

60.1% was actually implemented. Out of the 5 key objectives, marine ecosystem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trengthening management capabilities(50.8%), and establishment of a marine ecosystem survey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overall knowledge-base(29.8%) were ranked the lowest in implement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ioritize marine ecosystem basic survey reinforcement and expansion, 

expand the design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and revitalize marine eco-tourism, establish an 

integrated marine ecosystem management system, and systematic manage and secure marine life resources 

in the future. 

  

  Keywords :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habitat management, biodiversity securement, survey, 

master plan, systematic management, marine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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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오염원 리 선진화를 한 정책 방향
장원근, 한기원, 좌미라, 김형철,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olicy Direction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Coastal Environment from 
the Land-based Activities 

Chang,WK, K.W.Han, M.R. Jwa, H.C.Kim, J.Nam(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세계 연안은 10 억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며, 지구 생산의 38%를 담당한다. 우리나라 연안역시 국

토면 의 약 35%(42,583.5㎢)에 달하며, 국민의 47%(23,108,090명) 정도가 거주한다. 총 28개 무역항이, 
총 95개소의 산업단지가 입지한다. 연안에 사육 인 가축 두수는 소, 돼지, 닭 기 으로 총 73,031,493마
리 정도이다. 한 총 645개 지구(총 면  2,335㎢)의 매립사업이 계획  추진 이다(국토해양부, 
2010).  연안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산물로서 오염물질이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연안에 총 
27,859개의 폐수배출업소가 입지하고 있고, 매일 191,074톤( 국 폐수방류량의 6.3%)의 폐수가 해양으로 
직  유입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의 하수처리장(344개소, 하수처리시설용량 : 23,158,695㎥/일)의 
38.7%(133개소)가 연안지역에 입지하며, 국의 44%에 달하는 총  86개의 분뇨처리시설에서 매일 
20,793톤의 분뇨가 연안으로 배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해양수질환경은 생태기반 수질 
기 을 용하여 진단하면, 시화호, 마산만, 행암만 등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는 양호하다. 퇴 물 오염
도 역시 부분의 해역이 주의기  이하로 양호한 편이나,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양만 
해역은 주의  리 기 을 과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질  질 오염이 발 되는 해역은 경기도
와 경상남도의 집 되는데, 부분 해역이 해수 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국가산업단지가 집되거나 인구
도가 높은 지역으로 육상의 사회경제활동에 의해 해양환경이 직 인 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러한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해서는 육상오염원의 체계  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육상오염원 리에 한 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다. 즉 육상오염원 배출 리와 해양환경 개
선  리 업무가 양분되어 있다. 행 법률상 육상오염원 리에 하여 가장 실질 이고 구체 인 
법률은 「해양환경 리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역별, 용도별 해양환경기  설정 강화, 해역 리청
의 기능 강화, 환경 리해역(특별 리해역) 추가 지정 등이 육상오염원의 체계  리를 해 필요하다
고 단된다. 

ABSTRACT
More than one billion population is believed to live in coastal cities worldwide and the global 
GDP of the coastal area reached 38% of the global total. Korea’s coastal areas also seem to 
be home of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Around 35% of the land was considered as costal 
areas where 47% of the population live and most industrial complexes are located. The 
condition of coastal environment is being threatened by eutrophication, HABs, anoxia, pollution 
loading and diminishing fishing stocks. Pollution load from land based sources is believed the 
main cause of the threats of the coastal environment; 62% of waste water discharging 
facilities is located in the coastal areas of Korea, which discharging 191,074 tons of waste 
water everyday. Moreover 113 domestic sewage treatment plants, that is, 38.7% of the nation’s 
total, are located along the coast releasing 10,810,950 tons of treated waste water. 
Recently Korean coastal areas have generally maintained “2nd grade water quality, i.e., 
swimmable and fishable” over the last ten years under the ecosystem-based water quality 
standards. However, water quality has not been improved in several coastal areas; Shiwha 
Lake and Masan Bay, and other highly developed areas still suffer eutrophication, in which 
nitrogen, phosphorus and other nutrients are being accumulated. Some coastal areas with 
industrial complexes are reported to be partially polluted by toxic materials. To address 
pollution load issue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pared relevant regulations and programs. 
Especially it has to build a single unitary legal framework for land-based pollutant control 
because the current management framework was divided into ‘land-based pollutant discharge 
management’ and ‘marine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management.’ Actually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believed to be the most practical and concrete law in this 
area. Under the this law, new environmental standards per use, designation of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reas, enlargement of roll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Administrations should be revised to serve as the foundation of coastal environment 
management.  

key words : Pollution loa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environmental 
standards per us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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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차원의 해양환경 력 황  발 방향 모색

                                      이 구 성(해양환경 리공단)

        Korea's Regional Cooperation on Marine Environment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Gusung Lee(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요 약 

  

해양환경 보 을 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해양법 약, 기후변화 약, 생물다양성 약 등 국제 약 
체결을 통한 국제규범 마련, 지역해 로그램 운 , 지역 의체를 통한 력사업 추진 등의 형태로 강화되
어 왔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심으로 해양 련 국제 로그램/ 로젝트(COBSEA, 
NOWPAP, PEMSEA, YSLME) 참여  지역 의체(APEC, NEASPEC) 가입을 통해 주변국과 다자간 해
양환경 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 ․일․러 환경 력공동 를 통해 우리나라와 정치․
사회․경제․군사 으로 이해 계가 높은 3국과 양자간 환경 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합의 사
항은 국가 , 지역  차원에서 통합 으로 이행․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해양환
경 국제 력사업 한 “ 로벌 해양환경 보 ”을 한 국제  의무 이행과 국제 규범의 국내 수용화를 통
한 지역 , 국가  차원의 정책  통합과 이행이 동반되어야 한다. 재까지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국제
력 사업은 체계 인 응 략 없이 추진되어 왔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력사업의 효
과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우리나가라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양환경 련 국제 로그램, 국제 로
젝트, 지역 의체의 유형별 특성을 악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국가 응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해양에 한 주변국의 동향을 지속 으로 악하여, 장기 으로 국가 이익이 실 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 해양환경 력 황과 사업별 정부의 응방식을 
면 히 분석하여, 해양수산부 부활이후 더욱 확 될 해양환경 국제 력 사업의 국가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자 한다. 

 Keywords : 국제환경규범, 지역 력, 해양환경 국제 력, 차별화된 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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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이용국과 제공국의 나고야 의정서에 한 응 비교
- 필리핀  일본의 법제도를 심으로 -

박수진, 김진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omparative study on response of user and provider countries of biological 
resources to the Nagoya Protocol  

- with cases of the Philippine and Japan as the center 
Su Jin Park, Jin Yup Kim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21세기 바이오 경제시 에 이르러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에 유용 생물
자원을 확보하기 하여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에 생물자원 제
공국과 이용국과의 합의의 산물서 탄생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이용과 이익공유 시스템을 
획기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제규범이다. 이미 생물자원이 풍부한 남미, 아 리카, 동남아시
아, 국 등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외국의 자원 이용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국내법
의 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해외자원 력  공동연구 로그램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생물자원의 이용에 한 국내법령이 체계 으로 정
비되어 있는 국가이다. 즉, 과학 , 상업  목 의 생물자원, 유 자원, 부산물, 생물 탐사에 
한 지침(Guidelines and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specting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their by-products and Derivatives, for Scientific and Commercial 
Purposes, and for other purposes)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명령 247(Executive Orders No.247)’, ‘생
물탐사활동에 한 지침(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생물자원 

 유 자원의 탐사에 한 이행 규정(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Prospecting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등 생물자원  유 자원의 이용에 하여 매우 구체 인 
국내법령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일본은 오래 부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루나이, 몽골 등 많은 아시아 자원부국들과 
생물자원 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무역사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일본바이오산업 회(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JBA) 등을 통해 생명공학 연구계  
산업계에 한 지속 으로 국제생물자원규범에 한 인식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용자
를 한 유 자원에 한 근 지침(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for Users)'을 
마련하여 해외자원 력사업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필리핀과 일본의 나고야 의
정서에 한 제도  응 황을 비교함으로서 생물자원 이용국과 제공국의 나고야 의정서에 한 

응방식을 분석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해외생물자원 력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At the bio-economy era, states have fiercely competed for securing biological resources 
which can  create high added-value using biological resources. Against such backdrop, the 
Nagoya Protocol which was adopted in 2010 as the compromise among provider countries 
and user countries of biological resources, has its value to assist in shifting the paragdigm in 
the field of utilizing biological diversity and benefit sharing. Mega-diversity countries in the 
region of Latin America, Africa and South East Asian and China have been protecting their 
biological resources, and at the same time, require foreign users who want to access to their 
natural resources to abide by their national laws more strictly. In particular, Philippine is the 
one of the countries which has activities involved in joint research program and overseas 
resources cooperation with Korea, and has established systemically national laws in place. 
For example, Philippine has very specific domestic legislation regarding use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such as Executive Orders No.247 which stipulates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Prospecting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Guidelines and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specting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their by-products and 
Derivatives, for Scientific and Commercial Purposes,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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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has undertaken lots of biological resources cooperation activities with Asian countries 
including Indonesia, Thailand, Vietnam, Brunei, Mongolian, and has continuously implemented 
raising awareness activities for bio-engineering research and industry regarding international 
regulation on biological resources through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and Japan Bio-industry Association(JBA). In particular, 'Guidelines on Access to Generic 
Resources for Users' provides the guideline for overseas resources cooperation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response of users and providers countries of biological resources to 
Nagoya Protocol by comparing policy responses of Philippines and Japan to Nagoya Protocol, 
and proposes the recommendation for Korea to pursue overseas cooperative projects.  

     
 K e y w o r d s  : Nagoya Protocol, JAPAN ABS Guideline, Bioprospecting, Biological 

Resources Joint Research Programmes



나고야 의정서 련 국내법제의 개선방향에 한 연구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egulatory regime regarding the 
Nagoya Protocol    

Su Jin Park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2010년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으로 개별국가는 생물자원에 한 국가주권을 강화하기 한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리  이용등에 한 
법률」(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tilizing Marine Bio-resources),「농수산생명자원의 보
존․ 리  이용에 한 법률」(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o-Fishery Bio Resources),「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리  활용에 한 법률」(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Research Resources),「생물다양성 보  
 이용에 한 법률」(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등 나고야 

의정서와 련성이 높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리에 한 법률」(Act 
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해양생태계의 보   리에 한 법률」(Act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등 특정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근을 
제한하는 법률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기존 법률과는 별도로 (가칭)'유 자원의 근 
 이익공유에 한 법률'(Act on Access to the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의 제정

을 추진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와 련성이 높은 법률의 입법목 과 나고야 의
정서와의 계,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세부 규정간 상충 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제 개선방향
에 해 제시해 보았다. 향후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비하기 한 국내 법률의 정비는 개별법
률 상호간의 계와 법률 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내용은 법  타당성과 합리성, 
규제의 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국내생물자원에 한 투명하고 합리 인 근 차
를 마련하고, 생명공학기술 련 연구기 과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력을 지원하기 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2010, every state has actively enacted 
legisl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national sovereignty over its biological resources. 
Korea has enacted several acts relating to Nagoya Protocol such as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tilizing Marine Bio-resources,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o-Fishery Bio Resources, Act on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Research Resources, 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Korea also has enacted acts to limit access to and overseas transfer of specific biological 
resources including Act 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ct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is also pursuing to 
enact Act on Access to the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This study explores 
legislative object and major contents of the acts regarding Nagoya Protocol and their 
relationship with Nagoya Protocol, and analyses the conflictual relationship among specific 
provisions, and proposes recommendation for their improvemen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and 
application among relevant legislations in organizing domestic regulatory regimes, and to 
require for legal relevance, rationality, validity.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set up 
transparent and reasonable procedure for access to domestic biological resources, and to 
strengthen systemic basis for assisting domestic research organization and the private sectors  
to undertake projects for overseas natural resources .

 Keywords : Nagoya Protocol, Biological Resources, Access and Benefit-sharing, Genetic 
Resources,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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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해양거버 스와 해양환경 리법제의 정비방향
남정호, 박수진, 장원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New marine governance and its implication for the organization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egislation

                  J.Nam, SuJin Park, WonKeun Chang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2013년 4월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하면서 해양거버 스가 새로운 형태로 형성되고 발 할 것으로 

상된다. 해양은 항만, 해운, 수산, , 자원개발, 과학조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
문에 환경보 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과 증하고 있는 해
양환경 정책 수요에 응하기 해서는 해양환경 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해양환경 리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해양환경 리법」의 모태
가 되었던「해양오염방지법」은 IMO의 해양오염방지를 한 MARPOL 약의 국내 이행입법 형태로 
제정되었으나, 2007년에 해양환경의 효과 인 보 과 리를 하여「해양환경 리법」으로 확  개편
되었다. 그 결과 연안오염총량 리, 해역이용 향평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정도 리(QA&QC), 해양환경 리공단 설립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
나, 해양환경 리법은 체조문이 133개에 이를 정도로 방 하고, 기본법  규정과 개별법  규정이 혼
재되어 있으며, 규율내용도 해양수질, 해양쓰 기, 선박기인 기름  폐기물 오염 리, 해양오염방제, 
해역이용 향평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한 직 으로 법률의 용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청이나 지자체 담당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양환경 리법의 내
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신 해양거버 스와 해양환경정책 수요를 반 하는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해양환경 리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 향후 행 법률을 기본법  
규정과 해양환경 리공단, 해역이용 향평가 사항을 포함한 (가칭)「해양환경정책기본법」, 해역 리 

 해양수질 리, 해양쓰 기 리사항이 포함된 (가칭)「해양환경 리법」, MARPOL 약  부속서 
등 선박기인 오염원의 배출방지에 한 사항을 규정한 (가칭)「선박오염방지법」등으로 분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비방향을 제시하 다.

ABSTRACT
 In April 2013, with the re-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MOF) in 5 years, 
it is anticipated that marine governance will be newly formed and be further developed. Ocean is 
the place where diverse activities have been taken placed such as shipping, harbour, fisheries,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scientific research, so it necessarily require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which was the former form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was initially introduced as domestic implementation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MARPOL 
Convention) which adopted in order to prevent the marine pollution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In 2007,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was amended 
a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n order to effective conserve and manage marine 
environment. During the amendment procedure, it has included various provisions including coastal 
pollution quantity management, impact assessment of ocean use,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Quality Assurance(QA), Quality Control(QC), the establishment of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KOEM). As a resul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as 133 provisions including ocean water quality, marine wastes, oil and wastes pollution 
management from ship,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 of sea area use, and 
general provisions and specific provisions are mixed. Thus, it makes the public hard to understand 
and even the policy-makers in local states have difficulties in applying and implementing the Act. 
Hence, it is necessary to ame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re-organize the Act 
reflecting contents of new marine governance and demand of marine environment policy. Thus, 
this paper has analysed major contents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proposed that 
current legislation system can be improved by separating into three parts: Marine Environment 
Policy General Act(provisional) which includes provisions regarding general fundamental law,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KOEM), and impact assessment of sea area us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provisional) which sea area management, sea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marine litter management; and Act on Prevention Pollution from 
Ships(provisional) which stipulates provisions on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such as 
MARPOL Convention and Annex. 

K e y w o r d s  : New Marine Governanc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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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와 자연환경의 에머지 평가

강 석 (부경 학교)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경제의 에머지 평가는 갯벌, 하구 등 특정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에머지 평가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의 다양한 시스템을 상으로 한 연구에 포함된 우리나라 에머지 

평가는 활용한 자료의 분류체계나 해상도 차이 때문에 일 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2011년 자료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 에머지 평가의 표 을 제시하고자 하 다. 국가 단 의 에머지 평가에는 내부의 재생가능자

원과 재생불가능자원, 내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산, 수출입 자료가 필요하다. 재생가능자원이 공 하는 에

머지의 경우 기존 연구에 비해 수자원 공  부분을 더 세분화하 다. 한 재생불가능자원에 내재한 에머지

량의 경우 물자원(석탄, 속 물, 비 속 물)에 해서는 종별로 에머지량을 계산하 고, 목재, 수산물, 

수자원, 토양의 경우도 연간 이용량을 토 로 재생불가능자원 여부를 단했다. 수출입의 경우 국제표 무역

분류의 4단계 세분류 자료를 이용하여 세부 항목별로 에머지량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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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산업으로서 요트산업 발 방향 연구
우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romoting Yacht Industry as one of Marine New Industries

Woo-Yong Hyu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약

 세계 으로 해양 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부문으로서 각 받고 있다. 

특히 요트활동을 즐기는 수요층은 소득수 에 따라 그 범 가 매우 넓다. 부유층

은 형 슈퍼요트를, 산층 이하에서는 소형 보트를 주로 이용함으로서 해

양 활동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약 1만 달러, 주 5일 근무 실시 등 선진국형 국내 

사회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요트산업 활성화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과 문제 을 알아보았다.

국내 요트산업 활성화를 해 필요한 것은 표 으로 국외 선진기술 도입, 요트 

문교육기  설립, 해양 활동 련 규제 완화, 야간운항 규제 완화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재 요트산업이 기 진입단계에 있고, 국내 수요자를 한 외

국산 요트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 요트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사례  SWOT분석을 통해 존하는 문제  해결을 해 필요한 제도  방

안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을 검토해 보았고, 이를 통해 장기 으로 국내 요

트산업의 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Yacht industry has grown as one of the most potential marine leisure 

industries. In particular, outdoor recreationists enjoying the yacht activity are 

divided into various demand classes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This study investigated why yacht industry cannot be proper despite the 

advanced socio-economic conditions such as per capita income over $10,000 

and five days a week including technologically developed circumstances.

In Korea, the yacht industry is about to enter the beginning stage and going 

through many difficulties against indiscriminated imports of many foreign 

yachts.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proper direction of developing the 

domestic yacht industry, so that existing problems could be solved by way of 

the role of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Keywords : Yacht industry(요트산업), Marine new industry(해양

신산업), Promoting yacht industry(요트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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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과학 연구 인 라 황과 개선방향에 한 연구
한기원, 남정호, 장원근(한국해양수산개발원)

A Study on the Status of Korean Marine Scientific Infrastructure and the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K.W.Han, J.H.Nam, W.K.Chang(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과학의 성격상 그 어느 분야보다도 해양과학에 있어서 연구 인 라의 조성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과학 연구 인 라 황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문

제 을 악하여 향후의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재까지의 

국내 정책을 살펴본 후, 연구조사선박, 해양 측시설, 고가 연구기자재 등 구축되

어 있는 분야별 주요 연구 인 라의 황을 제시할 것이다. 한 국가과학기술지

식정보서비스(NTIS) 등 데이터베이스와 가용한 인 라별 정보를 활용하여 기

인 정량 , 정성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에 기반하여 문제 과 필요한 부

분을 확인한 후 향후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한 자의 의견을 제시하

고자 한다.

ABSTRACT

The role of scientific research infrastructure is more important for marine 

sciences than for any other scientific field owing to its bas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will present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frastructure in Korea, and try to show possible measures to improve it. 

First, I will summarize Korea's marine scientific infrastructure policy to-date 

and present status of major infrastructure such as research and survey 

vessels, oceanographic observation facilities, and expensive research 

equipments. Also, I will analyze the infrastructure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Finally, I will try to present some problems and the ways to overcome them 

with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Keywords : Scientific research infrastructure(과학 연구 인 라), 

Korean merine science(한국해양과학),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해양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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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통합 리지원을 한 연구개발사업 로드맵 추진 방향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R&D Road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nd National ICM Plan

Nam, J.(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우리나라는 2009년 연안 리법을 개정하여 연안해역용도제, 자연해안 리목표제를 

도입하 고, 2011년 법정계획으로 제2차 연안통합 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제3세

 리단계에 들어섰다. 제2차 연안통합 리계획이 시행되는 2011년〜2021년 기

간은 제1차 연안통합 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안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새로 제기된 안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이 계획은 제1차 통합계획과 

달리 연안 리 안해결을 해 과학기술을 극 으로 활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제2차 연안통합 리계획을 성공 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해 제2차 연안통합 리계획에서 제기한 259개의  추진과제를 분석하

고, 이  연구개발이 제되어야 이행이 가능한 추진과제를 도출하 다. 연구결

과 향후 연안통합 리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해 개발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은 ‘연안생태계 기반 자연재해 응기술’, 부가가치 창출형 신개념 연안정비기술‘, 

’연안공간 리 시뮬 이션  의사결정 지원 기술‘, ’공유수면 사용 생태환경

향 최소화  매립 체 공간활용 기술‘, ’연안 리  검 체제 신을 한 통합

형 정보 리 기술‘ 등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연안통합 리계획(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lan), 

정책결정  이행 지원시스템(decision-making & -implementing 

supporting system), 정책과 과학기술의 통합(policy and 

science-technolog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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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니에서의 석탄회 조립물에 의한 황화수소 제거기구의 해석
김경회 (일본히로시마 학), 이인철 (국립부경 학교), 日比野忠史，早川慎二郎 (일본히로시마 학)

Mechanism of Hydrogen sulfide removal 
by a Granulated Coal Ash in Coastal Sediment

K.H.Kim (Hiroshima University), I.C.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bino, S.Hayakawa (Hiroshima University)

요 약
  유기물 농도가 높은 연안 니에서는 황산환원균에 의해 유기물이 환원분해
되는 과정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하며 산소를 소비하
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악 향을 끼친다. 따라서 연안환경복원을 해서는 황
화수소의 제거가 필수 이다. 석탄회 조립물은 화력발  시 발생하는 석탄회를 
시멘트와 혼합하여 만든 골재이다. 실내실험 결과 석탄회 조립물은 인과  황
화수소의 제거에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Fukuyama 내만에 설치한 석탄회 조립물을 니에 혼합한 실험구에서 석탄회 
조립물에 의한 황화수소의 제거기구를 조사하 다. 장실험결과, 석탄회 조립
물은 니 간극수 의 황화수소를 효과 으로 제거하 다. 한 XAFS 분석결
과, 황화수소는 석탄회 조립물 의 철과 반응하여 FeS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ABSTRACT
  Hydrogen sulfide is formed in organically enriched sediment through the 
reduction of sulfate ions by sulfate reducing bacteria. Hydrogen sulfide is 
highly toxic and consumes oxygen, and is fatal to living organisms. Thus, 
it is important to reduce hydrogen sulfide concentration in the sediments to 
restore and maintain healthy aquatic ecosystems. Granulated coal ash 
(GCA) used in this study is produced by mixing fly ash with cement as a 
binder. It is reported that GCA can effectively remove hydrogen sulf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chanism of hydrogen sulfide 
removal with GCA in a experimental site located in Fukuyama Bay, Japan. 
GCA effectively removed hydrogen sulfide from interstitial water in 
organically enriched sediment. And from the results of XAFS analysis, it is 
assumed that hydrogen sulfide react with Fe2+ contained in GCA and form 
FeS.

K e y w o r d s  : Granulated Coal Ash (석탄회 조립물), Hydrogen Sulfide (황화수소), XAFS 

Analysis (XAF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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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용도에 따른 FRP재활용 공정 개발  

이승희, 윤구  (홍익 학교 과학기술 학)

Development of FRP Recycling Process for regenerating applications

Seung Hee Lee, Koo Young Yoon (Hongik University, Jochiwon, Korea)

요 약

오랫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폐FRP(fiber reinforced plastics)선박의 재활용(재자원

화)을 하여 실용성과 안정성을 지니는 많은 기계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기술

, 사회경제  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인 소  ‘기계  방법’에는 크게 쇄

와 분쇄를 거친 후 결과물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단순 쇄과정 신 유리면포

(roving cloth)의 박리 쇄와 분류과정을 통한 수지와 유리섬유의 개별 으로 재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추출되는 유리면포의 크기가 다양하고 쇄

공정상의 차이로 인하여 다량의 부산물의 발생하여 최종 결과물의 활용도는 많지 

않았다. 

본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FRP섬유강화제의 주된 활용방안인 고강도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내진재 그리고 기둥부재의 폭렬방지용 등의 사용에 보다 합한 쇄공정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는 FRP의 친환경  재활용과 부사물 최소화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s one of the best methods for recycling the FRP from the waste ships, 

separation of roving layer from the mat has some merits in a sense of the 

eco-friendly and economical recycling process. The main one is "Mechanical 

recycling" which involves shredding and grinding of the scrap FRP in a new 

product. That is one of the simpler and more technically proven methods. It 

recently has been reported that FRP can be recycled by separating into layers 

instead of crushing into powder. Many researchers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these mechanical recycling for the eligibility. If there is an extracting 

method which is efficient and environment friendly removing glass fiber from 

waste FRP, it should also solve the another urgent problem. Laminated 

glass-fiber which is very limited renewable, is a serious barrier to wast FRP 

boat regenerating.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extracting method which is 

not just efficient and environment friendly waste FRP regenerating system but 

also recycling glass fiber obtained by the separation of the roving layer from 

waste FRP  will be consider to be useful for many applications of concrete 

products or structures. 

Keywords : Waste FRP Boat Regenerating(폐FRP 선박의 재자원

화), FRP Laminated Glass-fiber(FRP 유리면포), Eco-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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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FRP Recycling(친환경  FRP재활용), Roving Cloth(로빙

층), Recycled-Fiber Reinforced Concrete, RFRC(폐 FRP 재활용섬

유 강화 콘크리트)

제 1 장 서 론

제 1  개요

   본 연구는 최근에 개발된(김용섭외, 2009) 폐선박의 FRP 쇄공정을 통하여 분리하여 생산한 재활용 섬유

강화제를 고강도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기존의 고강도 콘크리트

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갖는 다양한 용도의 재활용 섬유강화 콘크리트를 실용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폐기물

의 자원화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내고자 한다.

기존 연구(윤구 , 2007)를 통하여 FRP면포추출장치  세단기를 개발하여 폐 선박에서 폐 FRP 섬유강화제

를 생산하 고, 폐 FRP 섬유강화제를 콘크리트에 혼합,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보ㆍ기둥 합부의 내진성능 

 콘크리트의 역학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둥부재의 폭렬방지용으로 사용하기 하여 폭렬방지용 최 배합비를 도출, 실부재 내화성능 실험을 

실시한 결과 폐 FRP 섬유강화제를 사용할 경우 폭렬 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주 외, 2010).

   연구개발 상 기술의 경제 ㆍ산업  요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FRP는 내구성, 내식성  내화학  특성이 우수하고 강도/무게 비가 높아 1970년  반부터 소형 어선

을 비롯한 자동차, 정화조 등의 제조에 리 활용되어 왔다. FRP어선 건조량의 경우 1999년에는 136,715톤

(해양수산부자료 참조)으로 30년 동안에 약 1000배 가깝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게 다방면에 걸친 활

용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폐 FRP가 발생하자 최근 몇 년 부터는 FRP폐기물 처리에 한 심이 고조되

고 있다.

   폐 FRP를 처리 방법은 주로 소각 후 매립하는 방식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FRP는 열경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소각처리 시 소각의 장 인 감량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비록 소각을 한다 하여도 유해 물질의 배

출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한 매립 처리할 경우 FRP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매립으로 인한 표피수의 이동방해라는 이차 인 오염이 염려되어 매립지 확보 한 어려운 실정이

다. 이외에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원가에 반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막 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로 방치되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FRP폐기물을 효과

으로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자원화하기 한 기술개발의 필

요성이 실히 요구되었다.

   폐FRP의 자원화에 한 해외기술로는 일본의 경우 폐 FRP를 건류가스화 노를 이용하여 열분해시켜 발

생하는 가스를 연료화하고, 잔재물인 유리 섬유를 폐유리로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설비에 한 기투

자비가 무 많이 들고 자원회수에 한 경제성이 매우 나쁘며, 열분해 처리에 의한 2차 오염이 염려된다.(野

間口兼政,1998) 한편 모르타르 제조법은 폐 FRP를 가루로 분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시 모래와 같은 잔

골재 신 일정 비율로 치환시켜 사용하는 방법으로(野間口兼政,1994) 제조 원가가 매우 상승하여 경제성이 

없고, 분쇄에 소요되는 동력소모가 많아 이에 따른 비용 가  등으로 인해 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 FRP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섬유강화제를 경제 으로 제조할 수 있는 공정를 개발하 으

며, 만들어진 재활용 섬유강화제는 재 수입 사용되는 고가의 섬유강화제와 유사한 수 의 우수한 기계  

 화학  물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폐 FRP를 활용한 섬유강화제 제

조기술은 고가의 섬유강화제에 한 수입 체 효과를 통한 경제  요성 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과 동

시에 고부가가치 폐기물을 재자원화라는 산업  요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과 고부가가치 폐기물 재자원화를 극 화하기 해서는 원천기술 연구에 의해 개발



된 폐 FRP 섬유강화제를 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제품의 개발이 으로 필요하다. 섬유강화제는 무게

에 비해 인장강도가 매우 높은 재료로서 콘크리트 모르타르에 섬유강화제를 혼합하여 만든 섬유 강화 콘크

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압축/인장 강도  인성이 크게 증가하는 장 이 있다. 따라서 건설재료로서 

가장 표 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특히 고강도콘크리트의 내진성능  내화성능을 개선하는데 본 재활용 

섬유강화제가 사용될 경우 환경문제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폐 FRP의 재활용이 획기 으로 이루어질 것이

며 고강도 콘크리트의 성능향상을 인한 자원의 약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쇄 공정은 폐 FRP 재활용섬유 강화 콘크리트를 하여 FRP 폐기물을 

쇄하여 분리해낸 섬유강화제를 사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뿐 아니라 경제성에서 있어서도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실용화 연구를 통한 기술이 확보될 경우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제 2  개발 상 기술의 국내ㆍ외 황

   연구 개발 상 기술인 섬유강화 콘크리트(FRC)에 한 연구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1990년  부터 그리

고 일본에서는 1990년  반부터 본격 으로 진행되었다. 외국에서는 Polypropylene 섬유를 사용한 FRC를 

개발하여 왔으나 재활용품이 아닌 새로운 Polypropylene 섬유를 사용하 으며 나라에 따라 FRC의 용 상

이 크게 달랐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공장용 건물의 바닥을 상으로 소성균열에 한 항성을 높이기 

해 체 비 0.1%의 FRC를 개발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충격하 에 한 항성을 높이기 해 체 비 0.44%의 

FRC를 개발하여 기  일과 방 제 구조물 등에 부분 으로 용하 다. 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콘의 

10% 정도가 Polypropylene 섬유를 사용한 FRC에 해당된다(Illston, 2001).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폐 FRP를 가루로 분쇄하여 콘크리트의 잔골재 용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보호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 실용화되지 못

하 다. 한편 새로운 섬유강화제를 이용한 FRC의 개발은 FRC의 고인성을 이용하여 내진성능을 개선하는 분

야와 섬유가 열에 약한 성질을 이용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을 방지하는 분야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 2 장 본 론

제 1  연구개발의 내용

   본 연구는 유연한 면포추출기술과 폐 FRP 섬유를 활용한 콘크리트 강도의 증진, 보ㆍ기둥 합부의 내진

성능 향상 그리고 콘크리트 폭렬 항성능 향상 하여 맞춤형 쇄공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1. 면포추출기술

   기존의 폐 FRP를 무분별하게 매립하거나 분쇄,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폐 FRP  에폭시와 면포층을 구

별, 면포를 추출하는 면포추출기를 개발하여 폐 선박에서 면포를 추출한 후 섬유강화제를 생산 재활용하는 

기술  면포의 형상(길이와 폭)  수지와 유리섬유의 분류장치 등을 콘크리트 강도용, 기둥  보의 내진

성능 그리고 콘크리트 폭렬 항능력 향상 등으로 분리 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이 면포추출 기술은 국내ㆍ외 최 로 용된 기술이다. 폐 FRP 섬유를 혼합한 콘크리트의 성능 실험 결

과 폐 FRP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보다 역학  성능과 보ㆍ기둥 부재의 내진성능이 향상되었으며, 

폐 FRP 섬유를 고강도 콘크리트에 혼입한 경우 폭렬 항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폐 FRP 섬유에 의한 

폭렬방지 책은 국내 최 로 개발된 기술이다.



제 2  연구 방법

1. 폐 FRP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 특성평가

(1) PP섬유, FRP섬유 혼입시의 비교실험

   시험결과 PP섬유 혼합의 경우 압축강도가 약간 증가하나, Plain과 비교시 압축강도의 변화가 없고, 휨강

도  인장강도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PP 섬유와 경제성 비교시 FRP 섬유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

이므로 다음 시험을 진행하여도 좋을 것으로 단된다.

(2) FRP 섬유 혼입률 변화에 따른 비교시험

   FRP 섬유 폭 3mm에 길이 30mm로하여 혼입률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물성을 평가하 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굳지않은 콘크리트에서는 Plain과 FRP섬유를 혼입했을 경우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도특성으

로 압축강도는 FRP섬유를 1.0%를 혼입했을 경우가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냈으며, FRP섬유 혼입률 1.5%는 

Plain과 유사하게 나타나 유동성  강도를 고려하면 FRP섬유 혼입률이 1.0%가 당할 것으로 단된다.

(3) FRP 섬유의 폭 변화에 따른 시험

   FRP 섬유 폭 1mm에 길이 30mm로 하여 혼입률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물성을 평가하 는데, 그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압축강도는 당  상과는 달리 FRP섬유 비 3mm보다 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어 섬유의 비는 3mm

가 당할 것으로 단된다.

(4) FRP섬유의 길이변화에 따른 시험

   FRP 섬유 폭 3mm에 섬유길이를 2~5cm로 변화시켜 콘크리트의 물성을 평가하 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유동성은 양호하게 나타났고, 압축강도는 섬유길이 3cm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장강도는 FRP 섬유

의 길이가 길수록 커지는 것으로 단된다.

(5) 설계기 강도 변화에 따른 시험

   본 연구에서는 설계기 강도를 30  45MPa의 2수 에 하여 섬유혼입률을 0.5, 1.0, 1.5%로 변화시켜 

콘크리트의 물성을 평가하 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섬유혼입률 1.0%까지의 유동성은 양호하게 나타났고, 압축, 인장  휨강도는 섬유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 으나, 유동성  강도 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FRP 섬유혼입률 1.0%가 가장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6) FRP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실험결과 도출된 강화제의 최  형상

   지  까지  FRP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실험결과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① FRP 섬유 혼입율은 각 강도별로 0.5, 0.7, 1.0, 1.5%의 혼입율 시험을 실시한 결과 1.0%가 워커빌리티  

내구성능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섬유폭은 3mm이하일 때는 섬유의 인장강도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3mm가 가

장 사용성이 좋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③ 섬유의 길이는 50, 30, 20mm로 구분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부착강도가 30mm이면 충분히 성능을 나타

내고 있고, 섬유길이 30mm이상부터는 강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섬유길이 30mm 이상을 제품화 하

면 비경제 일 것으로 단된다. 

④ 각 강도별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FRP 섬유를 콘크리트에 보강재로 사용할 시의 설계기 강도 상한값

(Upper limit)은 아래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2. 폐 FRP의 섬유강화제 추출공정의 최 화

(1) 향상된 기능의 처리기

   선박을 해체하고 난 폐 FRP는 면포 추출기에 투입되기 해 하나의 공정을 더 거치게 된다. 크기가 일정

치 않은 1차 해체물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과정으로, 면포 추출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규격(300mm 

x 120mm)으로 삭하게 된다. 이 때 이 규격은 선체에 심하게 만곡된 부분에 해 곡률 반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이 때 곡률 반경을 이는 과정은 2차 추출 과정에서 면포층의 휘어짐을 최소화 시

키는 것에 있다. 

한 환경 인 문제나 에 지 소비 인 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리섬유가 70% 이상인 로

빈층과 수지가 부분인 매트층을 얻는 방법(로빙염색장치)을 개발하 으며 본 장치는 일련의 과정  공정

의 단순화와 자동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두 층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FRP는 그림 1의 그림과 같이 유리 섬유가 산발 으로 흩어져 있는 형태인 매트층과 유리 섬유가 씨 과 날

의 형태로 짜여 있는 로빈층이 교 로 수지에 의해 합되어 있는 복합소재이다. 보통의 소형과 형의 폐

선에서 사용한 FRP는 약 두 층의 로빈층을 가지며, 로빈층의 두께는 매트층의 약 1/7의 두께를 이룬다.

mat
roving

그림 1 FRP구조(매트층과 로빈층- mat and the roving layers).

 따라서 두 층의 물리  는 화학  특성의 차이 을 이용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매트층

은 부분이 유기고분자인 수지이고, 로빈층은 SiO2로 표할 수 있는 섬유 가닥들이 주를 이루므로, 따라서 

에폭시 수지를 녹일 수 있는 고온의 진한 황산을 이용하 고, 유리를 녹일 수 있는 루오르수소산(HF) 용

액을 사용하 다. 학 센서를 이용할 수 있는 염료도 사용하 다.

HF 수용액으로 처리한 경우 으로 섬유의 도를 비교하여 로빈층을 단할 수 있으나 학  센서를 이

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로빈층을 인식하게하기 해 염료를 사용한 염색장치를 개발하 다

(2) 면포추출기의 설정

   세단 방식에 한 공정설계를 해결해야 한다. 세단 방식을 크게 보면 1차 세단과 2차 세단을 나  수 있

다. 1차 세단의 경우 면포를 가로 방향, 두께는 3mm의 긴 다발 형태로 세단하게 되어 있다. 이후 2차 세단

에는 1차 세단의 경우와는 다르게 격자구조에서 세단시 30mm로 작게 세단되는 면포 조각을 생산한다. 자르

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칼날과 방향과 칼날의 손상과 마모에 한 구체 으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기존

의 세단기는 표  규격(30mm X 3mm)으로 단하기 하여 2단계 단방식(길이방향 단 후에 가로방향 

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정의 효율성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작업자의 작업환경 훼손 등의 부

가  문제를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개선된 세단 공정은  용세단칼날을 제작하여 단한번의 단으로 

표  규격의 면포섬유를 생산하게 되었다. 면포 추출기에서 추출된 면포를 세단기로 이송하여 추출된 면포를 

유압 스로 고정시킨 후, 자동 공정으로 인하여 길이X가로(30mmX3mm)를 한 번의 삭에 의해 세단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선공정으로 인하여 비산분진의 제어에 더하여 분진량의 획기  감소를 이루었으며, 

한 공정의 단순화로 인한 세단공정 효율성도 크게 증  되었다.

(3) 수지가루와 로빈 가루의 분리 장치 설계



   쇄물을 삭하게 되면 수지조각과 면포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수지조각은 재처리과정에서 필요하

지 않기 때문에 분류기를 통해 면포와 수지조각을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 따라서 폐FRP 섬유강화제와 수지

가루를 분리하기 한 분류기의 설치가 별도로 필요하다. 

(4) 최종형태의 섬유강화제 추출공정 메카니즘

그림 2 FRP의 쇄 메카니즘

기타 고려사항

  ∙처리 용량 극 화 

  ∙경제성 확보

  ∙폐FRP 재활용 비율의 증  방안 수립

   이상을 종합하면, 최 화된 공정에서 추출된 FRP 섬유를 혼입함에 따라 압축강도, 인장강도  휨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ㆍ기둥 합부의 내진성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조ㆍ역학

 성능이 필요 없는 방통몰탈에 사용하면 건조수축  침하균열을 효과 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

후 섬유강화제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실용화 용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단된다.

제 3 장 결 론

1. 콘크리트의 역학  성능 향상을 한  폐 FRP 섬유강화제 제조공정

1) 콘크리트가 최 의 성능을 내기 한 섬유강화제 최 배합비 도출

   FRP 섬유강화제가 콘크리트의 역학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폐 FRP 섬유의 길이, 폭, 혼입률에 

한 실험을 실시하여 폐 FRP 섬유강화제를 활용한 콘크리트가 최 의 성능을 내기 한 최 배합비를 도출하

다. 폐 FRP 섬유강화제 혼입율 1%가 시공성  경제 인 면에서 가장 효율 인 혼입율임을 알 수 있었다. 

역학  특성으로서 압축강도는 폐 FRP 섬유강화제를 혼입한 경우 Plain보다 높은 강도발 율을 나타내었고, 

인장강도  휨강도 한 높은 강도발 율을 나타내었는데, 폐 FRP 섬유강화제 혼입율 1%가 가장 효율  

이었다.

한, 선정된 최 배합비를 용한 보-기둥 합부 내진실험 결과 부재의 최 내력과 에 지 소산능력이 증

가하고 합부의 변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기둥 합부 내진실험 결과 횡보강근의 철근단면

(As)을 이고 FRP섬유를 혼입한 경우 기존 합부와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폐 FRP 섬유강화제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폭렬 항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내화실험용 공시체를 제

작하여 사 실험을 통하여 최  섬유사용량(혼입율 0.3%)을 도출하 고, 폐 FRP섬유의 혼입이 콘크리트 폭

렬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2) 고강도 콘크리트의 성능 향상을 한 폐 FRP 섬유강화제제조 공정



   콘크리트가 최 의 성능을 내기 한 섬유강화제 최 배합비가 도출되었으며, 폐FRP의 부산물을 이기 

하여 처리기의 메인 쇄기 투입 에 1X1(MxM)의 형상을 설정 하 으며, 기본 면포크기를 

300x300(mmxmm)으로 설정 하 다.

마지막으로 섬유강화제의 형상을 폭 3mm 길이 30mm로 최 화하여 세단기를 구성하여 부산물(수지 가루  

짧은 형상의 유리섬유 등)을 최소화 하게 되었다.  다른 연구를 통하여 활용도가 인정된 수지가루는 기존

의 원심 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유리가루와 분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향후 연구방향과 기  효과

본 연구결과 련분야의 기술발  기여도는 재활용 산업과 경제성 증가의 기술발  기여도가 있다.

1) 향후연구방향

가. 기술  측면

   재활용 섬유를 사용한 섬유강화 콘크리트(RFRC)는 고인성을 응요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개선할 수 

있어 내진설계 기술을 향상과 내폭열성 고강도 RFRC의 실용화를 통하여 고층 건축기술분야를 활용한 연

구가 필요하다.

나. 환경  측면

   RFRC의 개발은 재활용 섬유를 건설재료인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서 폐FRP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문제를 획기 으로 개선할 수 연구가 필요하다.

다. 경제 ․산업  측면

   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섬유강화제는 국내산과 일부 수입산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재활용 섬유재의 개

발은 수입 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한 RFRC의 용을 통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구조  성능의 개

선은 철근량의 감소를 통해 국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기 효과

가. 재활용 산업

   먼  폐 선박을 처리하는데 있어 기존방법과 달리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2차 오염 없이 폐 선박을 처리

하므로써 기존 처리방법에서 발생하는 분진, 가스 등을 제거하는 기술을 획득하 고, 한 면포추출기술에 

의해 생성되는 우더는 톱밥 등과 교반하여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폐 선박의 재활용 산업이 증 될 

것으로 단된다.

나. 경제성

   기존 폐 선박 처리 시 매립이나 소각에 의해 처리했을 경우 폐 선박 처리비용이 들어갔으나 본 연구의 

기술은 폐 선박의 매립이나 소각이 아닌 폐기물을 재처리하여 그 결과물을 콘크리트에 용하므로써 환경오

염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기존 처리방법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월등히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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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남연안의 섬과 연안을 상으로 해류와 조류  바람 등 외부의 향으로 유입되어 표착한 외국기인 

해양쓰 기의 기원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남연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기인 해양쓰 기는 지역별로 다소 차

이는 있으나 하계와 동계 모두 표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인 해양쓰 기 기원을 알아보기 해 6곳을 정

하여 지난 2010년 7월에서 2012년 7월에 각각 연구지역에서 100㎡구역을 설정하여 5회에 걸쳐 표착한 외국기인 해양

쓰 기는 총12,916개 으며, 조사시기별로는  2010년  7월  하계에  2,499개 , 2011년  2월  동계에  3,593개 , 2011

년  7월  하계에  2,959개 , 2012년  2월  동계에  1,771개 , 2012년  7월  하계에  2,094개로  나타났다. 무게별로는 

총  5,932㎏이 으며, 성상별은  고무가  242㎏(4.1%), 속이  140㎏(2.4%), 유리가  277㎏(4.7%), 스티로폼 

472㎏(8.0%), 종이가  30㎏(0.5%), 라스틱이  4,266㎏(71.9%), 의류   천이  74㎏(1.2%), 형쓰 기가 

65㎏(1.1%), 기타가  366㎏(6.2%)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외국기인 해양쓰 기는 국가별로 홍콩이  15개

(0.1%), 태국이  6개(0.05%), 국  10,162개(78.7%), 일본  93개(0.7%), 말 이시아  31개(0.2), 필리핀  1개

(0.01%),  타이완  88개(0.68%), 베트남  20개(0.2%),  인도네시아  10개(0.1%), 이란  1개(0.01%), 미국  2개

(0.02%), 독일  2개(0.02%), 아랍  7개(0.05%), 국 불명  2,478개(19.19%)로  조사되었다. 이들 외국기인 해양

쓰 기는 해류와 바람의 향을 받아 남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Understanding sources, distributions and characteristic of these wastes, especially the foreign derived 

wastes(FDWs) are very important for monitoring the pollution status of the coastal zones. Therefore, we carried 

out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and origin of the ocean floating wastes derived from foreign countries 

on 6 coastline areas in Chonnam province including Yeongkwang, Sinan, Jindo, Wando, Koheung and Yeosu.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uly 2010 to July 2012 with 5 sampling times in total.  Additionally, the observed 

FDWs filled up 24.80% of the total collected OFWs and its quantity was 12,916 involving 8,858 plastic things 

(60.8%), 3,193 styrofoam things (24.7%), 414 rubber things (3.2%), 381 glass things (2.9%), 282 metal things 

(2.2%), 86 clothing and cloth things (0.7%), 81 paper things (0.6%) and 618 others (4.7%). Separating the counted 

FDWs by country, the percentage of China, Japan, Taiwan, Malaysia, Vietnam, Hongkong, Indonesia and Thailand 

was 78.7%(10,162 things), 0.7% (93 things), 0.6% (88 things), 0.2% (31 things), 0.2% (20 things), 0.1% (10 things) 

and 0.05% (6 things). Hence, China was found as the country that contributed highest proportion of FDWs and 

plastic wastes was the dominant in the coastline areas of Chonnam province.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e distributions and origins  of shoreline FDWs in the coastal zones of Chonnam province, south 

Korea. 

핵심용어 : foreign  derived  wastes(외국기인 해양쓰 기), 국가 간 이동, 해양오염, 남연안(Chonnam  coastal)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1. 서 론

해양쓰 기는 고의나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

으로 유입․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 향을 미치는 고형물질

로서 재질과 종류, 기존 사용 용도를 불문한 것이다(국토해

양부 외, 2008). 이런 해양쓰 기는 남연안으로 매년 외부

에서 해류와 조류  바람에 의해 표착한 해양쓰 기 발생 

 이동이 집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유성 

해양쓰 기의 이동은 해류  바람과 더불어 해수표층 흐름 

등 해양환경에 의한 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장 

등,2012), 해수 표층 흐름과 바람의 변화 등에 따른 이동 경

로를 추   악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실시한 외국기인 해양쓰 기 이동경로 수치모델링 기법 개

발에서 동계의 해양쓰 기는 국의 북부3성에서 기인한 입

자(해양쓰 기)는 가을철 출발하여 겨울철에 도달하여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표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선행된 결과와 맞게 남연안으로 외국기인 해양쓰

기가 반 으로 많이 유입되고, 특히 진도지역에 많이 표

착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결과들로 비추어볼 때 

남연안으로 유입하고 있는 외국기인 해양쓰 기는 경우 자

체 발생량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 기가 더 많은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상표

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계 풍의 향으로 하계

의 경우는 남해안에 더 많이 유입되고, 동계에는 서해안 지

역으로 해양쓰 기가 집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 은 남연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해양쓰

기의 상표를 통해 외국기인해양쓰 기의 종류와 발생원을 

찾아 이동경로를 추 하는 것이다.

  Fig. 1. Field sampling sites for collecting foreign 

originated marine litters.

Table 1.  GPS coordination of sampling sites

N1 N  35°  13′ 36″ E  126° 17′ 59″

N2 N  34°  54′ 43″ E  126° 03′ 17″

N3 N  34°  20′ 67″ E  126° 00′ 29″

N4 N  34°  07′ 29″ E  126° 31′ 02″

N5 N  34°  34′ 34″ E  127° 29′ 10″

N6 N  34° 29. 47" E  127°  49′ 15"

2. 재료  방법

장조사는  두우리-신안 자은도- 진도․상조도-고

흥 남열-여수․안도에서 각각 하게와 동계에 조사를 하

다. 조사는 남 연안에서 하게와 동계에 해양쓰 기 양이 

갑자기 증가한 곳을 모니터링 장소로 정해 2010년 7월에서 

2012년7월까지 실시하 으며,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하여 

조사 시기의 날씨와 물때를 고려하여 1일 2곳을 방문하여 

장조사를 실시하 다.  분류방법은 국가해양쓰 기 모니

터링 방법(국토해양부, 2006)에 하여, 총 면  100㎡ 안에 

분포한 해양쓰 기를 조사를 실시하 다. 하계에는 

50m(L)×2m(W)로 정했고, 동계에는 더미 형태로 쌓이는 경

향이 있어40m(L)×2.5m(W)의 규모로 설정하여 구역 내 외국

기인 해안표착쓰 기를 수거하 다. 수거 후 장에서 체

량을 센 후 국가별 인식을 할 수 있는 표본은 연구실로 이동

하여 정  분석을 실시하 다. 

 외국기인 해양쓰 기 별기 으로는 자, 화번호, 

바코드, 상표 등을 활용하 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하더라도 

과거의 연구(국토해양부,2006)에서 국내에서는 활용되지 않

는 상품이거나, 어구 등 국제품으로 알려진 것 등을 외국

기인으로 간주하 다(서남해환경센터,2004).

조사 상지 선정은 남연안에서 지리 으로 편 되지 

않고 가능한 표착쓰 기의 분포가 균일하며, 표본채집 장소

까지 근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인근 주민의 왕래

가 어 인 으로 표착쓰 기의 훼손가능성이 낮은 곳을 

고려하여 장방문을 토 로 선정하 다. 

3. 결과  고찰

남연안 6곳에서 2010년7월, 2011년 2월, 2011년 7월,  

2012년 2월, 2012년 7월 모니터링결과 외국기인 해양쓰 기

는 체 총12,916개 으며, 무게는 총  5,932㎏으로 나타났

다. 한 국가별로는 지역별 표착한 외국기인 해양쓰 기의 

기원 특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상별  개수로는 

고무가  417개(3.2%), 속이  282개(2.2%), 유리  381



 

개 (2.9%), 스티로폼  3,193개(24.7%), 종이  81개

(0.6%), 라스틱이  8,858개(60,8%), 의류   천이 

86개(0.7%), 형쓰 기  8개로(0.1%), 기타 

610(4.7%)로  조사되었다. 조사시기별로는  2010년  7

월  하계에  2,499개 , 2011년  2월  동계에  3,593개 , 

2011년  7월  하계에  2,959개 , 2012년  2월  동계에 

1,771개 , 2012년  7월  하계에  2,094개로  나타났다

(Table. 1, F ig. 3). 성상별  무게는  고무가  242㎏

(4.1%), 속이  140㎏(2.4%), 유리가  277㎏(4.7%), 

스티로폼  472㎏(8.0%), 종이가  30㎏(0.5%), 라스

틱이  4,266㎏(71.9%), 의류   천이  74㎏(1.2%), 

형쓰 기가  65㎏(1.1%), 기타가  366㎏(6.2%)으로  조

사되었다(Table. 2,  F ig. 4). 외국기인  해양쓰 기

의  국가별  특징으로는  홍콩이  15개(0.1%), 태국이  6

개(0.05%), 국  10,162개(78.7%), 일본  93개(0.7%), 

말 이시아  31개(0.2), 필리핀  1개(0.01%),  타이완 

88개(0.68%), 베트남  20개(0.2%),  인도네시아  10개

(0.1%), 이란  1개(0.01%), 미국  2개(0.02%), 독일  2

개(0.02%), 아랍  7개(0.05%), 국 불명  2,478개

(19.19%)로  나타났다(Fig. 2). 이밖에도  국가별  분

류에  락된  싱가폴, 랑스 , 그리스, 리비아, 러시

아, 카나다  등  상표도  연구지역에서  극소량  발견되

었다. 

 F ig. 2. Seasonal fluctuations  of  collected 

FDWs by  nation  from  each  sampling  sites(ea).

지역별로는  서해에  치한   두우리와  신안 

자은도는  동계에  외국기인  해안표착쓰 기가  많았

고, 남해와  서해  경계지역에  치한  진도  조도와  완

도  보길도의  경우는  겨울철과  여름철에  다소  비슷

한  양상으로  나타냈으며, 남해지역에  치한  고흥 

남열과  여수  안도의  경우는  하계에  해안표착쓰 기

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기별로는  2011년  2월  동계에  가장  많은  양의 

쓰 기가  표착했고, 2012년  2월  동계에  가장  은 

양의  쓰 기가  표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계

에는  서해지역이  남해지역보다  쓰 기  표착량이  다

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역별  해안표착

쓰 기표착량이  외국기인  표착량에도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인  기원별로는  국 , 

일본 , 타이완, 말 이시아, 베트남, 홍콩 , 인도네시

아, 아랍 ,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기

간  동안  수거한  외국기인  해안표착쓰 기의  성상별 

구분에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라스틱과  스티

로폼  등과  같은  부유성이  많았는데, 이는  해류와  바

람의  향을  받아  이동해  왔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외국

기인  이동경로  수치모델링에서  해류와  바람의  향

으로  남연안으로  집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CASE1의  경우는  하계  국 

남쪽지방  실험  결과이고, CASE2는  동계  국  북쪽

지방  실험결과다(Fig. 3).

 F ig. 4와  Fig. 5는  국  연안에서  기원된  해양쓰

기의  표 인  남  연안  유입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하계는  Fig. 4에서와  같이  국의  산동반도

를  기 으로  남쪽지역인  해남성, 동성 , 복건성, 

강성 , 상해시, 강소성  등지에서  발생한  쓰 기가 

더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산둥반도

를  기 으로  북쪽지역인  라오닝, 산둥성에서  8.2% , 

산둥반도  남쪽지역인  장성, 푸젠성, 둥성 , 상하

이에서  69.7% , 기타지역에서  20.5%로  나타나  산둥

반도를  기 으로  볼  때  북쪽의  해양쓰 기에  비해 

남쪽지방의  쓰 기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동계는 

Fig. 5에서와  같이  산동반도  북쪽지역인  산동성, 

산서성, 하북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지의 

쓰 기가  더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의  산둥반도를  기 으로  북쪽지역인  라오닝, 산둥

성에서  9.4% , 산둥반도  남쪽지역인  장성, 푸젠

성, 둥성 , 상하이, 장쑤성에서  36.6% , 기타지역에

서  50.7%로  나타났다. 기타지역으로  분류된  50.7%

는  2011년  2월  동계에  집  되었는데, 이  결과는 

이  시기와  유사한  기간에  우이도  성 해변에서  실

시된  연구에서  검정  구형  부자  등이  집 된  것은 

국  북부지역의  양식장에서  사용  유실된  것들

이  동계  북서계 풍의  향으로  표류해온  것으로 

보인다(이  등 , 2012)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때 

어구  등이  그물  등과  뒤엉켜  분류  할  수  없어  

체  개수로  산정했기  때문에  기타지역이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 



Fig. 3.  Numerical simulation of FDWs flowing 
pathway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1)

Fig. 4. Flowing pathways of FDWs from Chinese 

region(summer)

Fig. 5. Flowing pathways of FDWs from Chinese 

region(winter)

T ab le1 .  Am oun t  o f  FDW s  by 

c om ponen t(ea ) .

Component Rubber Metal Glass Styroform

Quantity

(number)

%

2010.7 38 62 111 585

2011.2 22 91 97 1,000

2011.7 102 43 87 770

2012.2 138 24 23 348

2012.7 117 62 63 490

Paper Plastic Clothing&cloth Etc Total

10 1593 10 90 2499

9 2,260 24 90 3,593

30 1,802 19 105 2,958

12 1,050 17 159 3,542

20 1,153 16 173 4,188

Fig. 6.  Seasonal fluctuations of collected FDWs by 

component from each sampling sites(ea).

T ab le2 .  Am oun t  o f  FDW s  by 

c om ponen t(w e igh t)

Component Rubber Metal Glass Styroform

Weight(kg)

%

2010.7 40 75 34 93

2011.2 26 35 98 100

2011.7 47 9 65 118

2012.2 68 7 27 41

2012.7 61 14 53 120



 

Paper Plastic
Clothing&

cloth
Etc Total

6 892 19 116 1,275

7 1,270 29 112 1,677

6 935 13 43 1,236

5 359 7 84 598

6 810 6 76 1,146

Fig. 7.  Seasonal fluctuations of collected FDWs by 

component from each sampling sites(weight).

지역별로  바람의  특성을  악하기 해  국립해양조

사원의  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Origin  로그램을 

활용하여  2010년  3월에서  2011년  2월까지  바람의 

특성을  분석하 다. 지역  평균  풍향은  남풍으

로  8, 7월에는  남서풍이  12월에는  북서풍이  우세하

다. 신안지역은  서북서풍과  동풍이  탁월풍이다

(Fig. 8). 



Fig. 8.  Wind-Rose in survey area('10.03~'11.02).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류와  바람의  향을  받아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유입된  외국기인  해양쓰 기의 

기원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반도  서-

남해안에  치한  남연안  총  6곳에서  2010년7월 

하계부터  2012년  7월  하계까지  총  5회에  걸쳐  하

계와  동계에  계 별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기간  동안  조사된  외국기인  해양쓰 기는  총  

12,916개로  나타났다. 외국기인  해안표착쓰 기의 

성상별  순 는  라스틱이  7,858개로  60.8% , 스티

로폼이  3,193개로  24.7% , 기타가  610개로  4.7% , 고

무가  417개로  3.2% , 유리가  381개로  2.9% , 철이 

282개로  2.2% , 의류   천이  86개로  0.7% , 종이가 

81개로  0.6% , 기타가  8개로  0.1%순이었다. 

 국가별  기원은  국이  10,162개로  78.7% , 일본이 

93개로  0.7% , 타이완이  88개로  0.68% , 말 이시아

가  31개로  0.2% , 베트남이  20개로  0.2% , 홍콩이 

15개로  0.1% , 인도네시아가  10개로  0.1% , 태국이 

6개로  0.05%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시기별  지역별로는  하계에  남해지역에서  서

해지역보다  더  많은  외국기인  해양쓰 기가  유입

되었고, 동계에  서해지역에서  남해지역보다  더  많

은  외국기인  해양쓰 기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경계지역의  두  곳은  외국기인  해안표착쓰

기의  양상이  비슷한  분포  특성을  보 다. 

 조사시기별  국가별로는  외국기인  해안표착쓰 기

가  하계에서와  동계에서  비슷한  국가별  분류  특성

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계에서  외국기인  해안표착

쓰 기가  집 되는  남해지역과  동계에서  외국기인 

해안표착쓰 기가  집 되는  서해지역으로  확연하

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계지역의  두 

곳은  하계와  동계에서  국가별  분류에서  비슷한  특

성을  보 다.

  2010년  7월  하계와  2011년  2월  동계에  조사된 

외국기인  해안표착쓰 기   국기인을  따로  분

류하여  분석한  결과, 국  기인의  경우  산동반도를 

심으로  북쪽의  라오닝성에서  남쪽의  동성까지 

국연안의  체  지역에서  발생하여  남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쪽지역  라오닝성 

등  지역에서는  동계에  둥근  검정  구형  부자와  같

은  어구  등이  집 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남쪽지역  동성의  경우는  하계에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기인  해안표착쓰 기의  이동은  해류   바람

과의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에  연구

지역의  해류는  쿠로시오해류에서  분기된  마난류

와  마난류에서  분기된  황해난류의  향을  받고, 

바람은  남풍계열의  계 풍의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동계에  해류는  발해만에서  시작하여  남하

하는  서해연안남하류와  국 륙연안수의  향을 

받고, 바람은  북풍계열의  계 풍의  향을  받는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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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 기 조사방법의 표 화 방안 연구
김창원, 최상길, 윤용철((주)한국해양기술)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Survey Method for Marine Debris
Chang-Won, Kim, Snag-Kil, Choi, Yong-Chul Yoon

(Korea Ocean Engineering & Consultants Co., Ltd.)
                          

요 약
재 국내 연안 해역에 침 된 해양쓰 기의 양은 약 400,00 톤으로 알려져 있

다. 이를 체계 으로 수거하기 해서는 해양쓰 기 조사결과가 반 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넓은 해역의 경우, 재 사용 인 조사방법은 양방향음 탐
사기(side scan sonar)를 활용하며, 일정한 조사구획을 설정하여 조사한 후 이
에 한 보완책으로 인양틀 조사를 병행한다. 한 항내와 같이 소한 구역의 
경우, 잠수  그랩 조사 등의 조사구역에 합한 조사방법으로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이후 시행되는 수거사업과 직 인 연 성이 있다. 해양쓰

기 조사결과에 하여 조사물량  침  치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 이 등
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은 육상과 같이 세 한 물량을 산정하기 한 

수조사 개념이 아닌 일정구획을 조사하여 이를 표값으로 용하는 조사 방
법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 까지 수행된 문제  분석을 통한 해양쓰
기 조사방법의 표 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해양쓰 기 수거
에 효율 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mount of marine debris deposited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is 

now known to approximately 400,000 tones. In order to effective extract and 

collect marine debris, it should be designed to investigate about the position 

of deposited marine debris. In the wide area, it is investigated using side 

scan sonar and towing-hook with currently methods to make a plan the 

grid for survey. Other investigation methods are carried out by dive and 

grab in the narrow area like the harbor. The results of survey are directly 

connected with disposal work and business for the marine debris. The 

differences of marine debris weight and position from survey results  

caused problems. Because it is not total survey and inspection for estimation 

of detail weight in marine debris, but results of survey with the 

representation in limitative area. Therefore, in this study is going to present 

standardized research method thorough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of 

research method that has been made so far, and contribute to effective 

disposal of marine debris.

         
K e y w o r d s  : Marine Debris(해양쓰 기), Side Scan Sonar(양방
향음 탐사기), Towing-Hook(인양틀), Disposal Work and 

Business(수거처리사업)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사고선박 구난정보 DB 시스템 설계

이 승 국1), 최  진, 이 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esign of Database System of Salvage Information for Marine Casualty Ships

S.G.Lee, H.J.Choi, S.H.Lee (KIOST)

요 약

우리나라는 해양에서의 선박사고에 응하기 해 다양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지만, 사

고선박을 구난하기 해 필요한 정보들이 통합 으로 리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 인 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선박의 구난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계하 다. 구난 작업에 필요

한 정보는 5개의 분류(사고선박 DB, 구난장비 DB, 인선 DB, 해역특성 DB, 사고사례 DB)로 

나 어 리하도록 하 다. 사고선박 DB는 국내‧외 사고선박의 제원  구난사례 정보들을 리하

며, 사고 발생 시 유사한 선박을 조회하고 당시의 구난 방법을 제공하여 구난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구난장비 DB와 인선 DB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 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난 

장비와 인선의 정보, 제원 그리고 소재지 정보들을 리하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맞는 장비  

인선과 장에서 가장 근 한 보유 기  정보 등을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구난 작업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 다. 해역특성 DB는 수심, 수온, 고, 풍속 등 일반 인 정보와 어족 자원, 활용 

황 등의 정보를 리하며, 사고 발생 시 장의 해역 특성 정보를 수집하기 힘든 상황에서 평균

인 특성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구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사고사례 DB는 사

고  구난 사례 정보를 리하며, 사고 발생 시 구난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일반 으로 

사고에 한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본 시스템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선

박사고에 해 구난작업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신속하고 효율 인 구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단되며, 국내 구난업계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 

본 시스템에 실질 인 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Keywords : Salvage(구난), Marine Casualty Ships(사고선박), Database System(데이터베이

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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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사고 선박의 인력 계산을 한 선체 항 성능 추정법 고찰

김은찬†, 최 진 , 이승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Consideration of the Prediction Methods of Hull Resistance Performance for Towing 
Force Calculation of Small Disabled Ships

Eun-Chan Kim, Hyuek-Jin Choi, Seung-Guk Le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부분의 사고선박 인력 계산을 한 선체 항 성능 추정 차는 매우 간단하고 오래된 방법론을 사용

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방법이 컴퓨터 시  이 에 단순한 경험  방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고 선박의 인력 계산 방법을 특히 각종 어선과 바지선과 같은 소형 선박에 해 검토하

다.

Abstract - Most of the prediction procedures of hull resistance performance for towing force calculation 

of disabled ships are using very simple and old methodologies, because these methods were developed 

based on simplified empirical methods before the computer age. This paper considers the matter of 

towing force calculation method of disabled ships especially small ships such as various fishing boat or 

barge ships.

※ Keywords:  Disabled Ship(사고선박), Towing Force( 인력), Hull Resistance(선체 항), Fishing boat(어선), Barge 

Ship(바지선)

1. 서론

사고 선박의 인력 계산 방법 가운데 세계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미국 해군이 개발한 방법이

다[1]. 여기서 사용하는 선체 항 계산 방법은 비록 오

래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수계산으로 하기에 간편하고 

큰 오차가 아주 크지 않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군함과 지원선에 한 방법이기에 다양한 선박

에 용하기에는 특히 부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미

국 Herbert 사와 미국 ABS 선 이 공동으로 개발한 구

난  비상 응 소 트웨어에서는 군함 외 선박의 선

체 항에 해 Holtrop 방법을 추가하 다[2]. 그러나 

이 방법 한 선종 구분이 없이 하나의 회귀식을 사용

하기에, 선종별 차이에 따른 오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5년간의 국내 선박의 사고 사례를 보면,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약 75%를 차지하며, 선종별

로 분류하면 73%가 어선이고, 13%가 선이나 바지선 

등의 특수 소형선이므로 이들에 한 보다 정확한 추

정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자들은 “손상 선박의 인력 추정을 한 선박 

항 계산 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고 선박의 선체 

항 계산 방법을 정립한 바 있다[3].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 형  형 선박에 한 방법이므로, 각종 어

선  바지선 등 소형선에 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사고선박 인에 용하던 소

형선들의 선체 항 추정 방법을 돌아보고, 보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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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소형선의 선체 항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하 다. 

2. 미국 해군 인 항 추정 방법

미국 해군 인 매뉴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 인 

선박의 체 항 추정 방법은 식 (1)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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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기본 체 항 는 식 (2)와 같이 계산

한다.

  × ×                 (2)

  이 때,

   : 선체 항계수

   : 배수량 (Long Ton)

Figure 1. Hull Resistance Coefficient Curves

식 (2)에서 선체 항계수 는 Figure 1과 같은 

도표에서 찾아 읽는다.

Figure 1의 도표에는 5종의 곡선이 있는데, 사용자가 

선종에 따라 번호를 택일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연안 

감시선과 같이 날씬한 선박은 1번 곡선을 용하고, 유

류 공 선과 같이 뚱뚱한 선박은 5번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선종에 한 고려와 선형의 

제원에 따른 정  추정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3. Herbert-ABS 인 항 추정 방법

Herbert-ABS 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 인 선

박의 체 항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 상선 : 1978년 Holtrop Method [4]

군함 : U.S. Navy Towing Manual [1]

바지선 : U.S. Navy Towing Manual [1]

미국 해군 인 매뉴얼 방법은 앞 장에서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1978년 Holtrop 방법에 해 기술

한다.

1978년 Holtrop 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체 항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이 때,

   : 피 인 선박의 체 항

   : 성 항

   : 조 항

   : 구상선수에 따른 항 변동량

   : 모형선 실선 상과 항

식 (3)에서 성 항 는 식 (4)와 같이 계산한다.

   
                 (4)

  이 때,

   : 해수 도

   : 선속 (m/s)

   : 평 마찰계수

   : 형상 항계수

   : 총 침수표면

형상 항계수  는 선체 제원을 사용하는 하나의 

회귀식으로부터 구한다.

식 (3)에서 조 항 는 식 (5)와 같이 계산한다.



 ×  expcos      (5)

  이 때,

   : 루우드수

계수       는 각각 하나의 간단한 경험식

이나 회귀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식 (3)에서 구상선수에 따른 항 변동량  와 모

형선 실선 상과 항조 항  는 각각 하나의 회귀

식으로 구한다.

1978년 Holtrop 방법을 보면, 모든 선종에 해 조

항과 형상 항을 각각 하나의 회귀식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 방법은 여러 가지 선종에 한 고려

가 없고 선형 제원에 따른 충분한 고려도 없는 비교  

부정확한 방법이라 단된다.

4. 자들의 기존 추정 방법

자들이 개발한 기존 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 인 선박의 체 항 추정 방법은 Yamagata 도표

를 Takashiro가 일부 수정한 것[5]을 조  더 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3]. 

방형비척계수 는 0.40 으로부터 0.85 까지의 자료

가 들어있으며, 그 이상의 범 에서도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나, 개략 인 계산은 가능하다. 선속 범 는 

Froude 수   값으로 볼 때,   0.8 이상에서는 0.20까

지,   0.72 이상에서는 0.30까지, 그 이하의 CB 에서는 

0.42까지의 값이 들어있으나, 그 이상의 범 에서도 정

확도는 다소 떨어지나, 개략 인 계산은 가능하다. 

Yamagata 도표는 기본 도표 외에 B/L 수정 도표와 

B/T 향 수정 도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표의 방법은 속 부분에서 추정 오차가 고 

비교  여러 가지 선박에 모두 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는 하나, 특정 소형 선박 를 들어 어선이나 바지선 

등에 해서는 정확한 추정값을 주기 어렵다고 단된

다.

Figure 2. Yamagata Chart [5]

5. 소형선 추정 방법

소형 선박 가운데 어선과 바지선의 인을 한 

항 추정 방법을 정립하 다. 

어선은 차인라인(Chine Line)을 가진 소형어선과 둥



근선 (Round Bottom) 가진 형 어선으로 구분하여 

각각 일본 FRP 어선 자료와 Takaki 도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다. 바지선은 Yamagata 도표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다.

5.1 차인라인 어선

차인라인(Chine Line)을 가진 소형어선에 해 일본 

소형 FRP 선형의 계통  시험자료로부터 도출한 회귀

계수를 활용하 다[6,7].

이 선형의 선도는 Figure 3와 같이 차인라인을 가졌

으며, 계통  시험을 한 선형 범 는 Figure 4와 같은

데 용 범 는 다소 증가시켜도 무방하다고 보인다. 

시험 결과는 Figure 5와 같이 도표로도 나타냈지만, 회

귀식으로 제시하기도 하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귀

식을 사용하여 산 로그램을 작성하 다.

이 계산에 필요한 필수자료는 선폭 B, 방형비척계수 

 , 배수량 ∇, 앙단면계수  , 종방향부심  , 

평균흘수  이다.

Figure 3. Lines of Small FRP Chart [6,7]

Figure 4.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Small FRP Hull Form [6,7]

Figure 5. Small FRP Hull Form Chart [6]

5.2 둥근선  어선

둥근선 (Round Bottom)를 가진 어선에 해 

Takagi 도표 자료를 활용하 다.

이 선형의 선도는 Figure 6과 같이 둥근 선 를 가졌

다. 시험 결과는 Figure 7과 같이 도표로도 나타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도표값을 사용하여 산 로그램을 

작성하 다.

이 계산에 필요한 필수자료는 선폭 B, 방형비척계수 

  , 배수량 ∇, 앙단면계수  이다.

Figure 6. Lines of Takagi Chart [8]

Figure 7. Takagi Chart [8]



5.3 바지선

바지선은 Yamagata 도표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방법

을 활용하 다.

“부선의 구조  설비 등에 한 기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7-101호)[9] 제 25조 3항을 보면, 인삭에 

걸리는 항을 다음과 같이 구하도록 하 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09년 3월 19일 고시된 기 부터는 삭제되

었다.

                       (6)

  이 때,

   : 피 인 선박의 체 항

   : 평 마찰 항

         ∙∙


   : 조 항

         ∙ ∙∙


   : 공기 항

         ∙ ∙∙


여기서 조 항이라는 표 을 사용했으나, 잉여 항

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상기 식 가운데 평 마찰 항 식을 보면, 선체표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계수  만 사용할 뿐 이놀드수를 

사용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놀드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1920년  이 에 사용하던 방법이며, 더구

나 배의 길이에 따른 계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음

을 볼 때 이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 단된다.

한 상기식 가운데 조 항 식을 보면, 선수 형상

에 따른 계수  만을 사용할 뿐 배의 길이 등의 제원

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볼 때, 다양한 길이의 바지선에

는 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amagata 도표[5]를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Yamagata 도표의 경우 

방형비척계수   에 따른 잉여 항계수 변화는 물론, 

선폭-선장비 B/L 과 선폭-흘수비 B/d 에 한 보정도 

해 주므로, 바지선의 항 추정에 할 것으로 단

된다.

단 Yamagata 도표는 방형비척계수  가 0.86 까지

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바지선의 경우  가 0.95 까지 

가므로 도표를 히 확장하여 사용하 다. 이 게 확

장된 도표는 바지선의 실선 인 결과를 참고로 하여 

보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차인라인을 가진 소형 어선의 항 값에 해, 

일본 소형어선 FRP 자료 회귀식 방법과 Yamagata 방

법을 비교해 볼 때, Yamagata 방법의 값이 FRP 방법

의 값보다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 선박이 

차인라인을 가진 폭이 넓은 어선이므로, 일반 상선을 

목표로 만든 Yamagata 도표로는 항 값을 정확히 추

정하기는 어렵다고 단된다. 따라서 차인라인을 가진 

비교  폭이 넓은 어선의 경우 일본 소형어선 FRP 자

료 회귀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

(2) 둥근선  어선의 항 값에 해, Takagi 도표 

방법과 Yamagata 도표 방법을 비교해 볼 때, 비교  

유사한 값을 보이나, 고속 범 에서는 Yamagata 방법

의 값이 Takagi 방법의 값보다 다소 작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Yamagata 방법이 일반 상선을 목표로 만든 

것이므로 어선의 항 값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고 단된다. 따라서 둥근 선 를 가진 어선의 경우 

Takagi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

(3) 바지선의 항 값에 해, Yamagata 방법과 해양

수산부 고시 방법을 비교해 볼 때, 해양수산부 고시 방

법이 상 으로 매우 큰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평 마찰 항 계수를 추정할 때 이놀드수에 

향을 주는 선체 길이 값을 고려하지 않는 1920년 경의 

매우 오래된 방법이라 정 도가 히 떨어지며, 잉여

항계수 한 선수 형상만 고려할 뿐 선박의 제원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 정 도가 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지선의 경우 Yamagata 도표를 

보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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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들어 발생한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로 인해 인  물 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선박 사고 발생 시 사고선박에 한 신속한 인은 2차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일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다. 본 논문은 사고

선박 인 시 필요한 인마력을 추정하여 효과 인 구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고선박 인지원시스템의  연구에 해 언 하고 있다. 즉, 인선을 

이용하여 피 인선박을 인할 때 인삭에 걸리는 장력을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인방향과 인방법에 따른 차이 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

구결과는 선박을 인할 때 필요한 인선의 척수  인시나리오 작성에도 

유용하게 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huge losses of life and property has occurred by the accident 

on the vessels. Rapid towing for the ship in accident is an effective 

activity of reducing damage since it could be prevent secondary losses of 

the damaged vessel. In this paper, the towing support system for damaged 

vessels to aid salvage activity by the estimation of towing force is mentioned.  

And the analysis of ship's movement when we apply various towing 

method on it will be done based on the results of towing force and 

tension of towline. The results could be apply to determine the number of 

towing ship and prepare scenario in the salvage work.  

Keywords : Vessel(선박), 거동(Movement), 인마력(Towing 
force), Tugs( 인선), Tension(장력) 

인 방법에 따른 선박의 거동해석에 한 연구
                         

남택근, 정창 , 김진만(목포해양 학교), 최 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A Study on the Vessel's Movement by Towing Methods 
                  

T.K.Nam, C.H.Jung, J.M.Kim (Mokpo Maritime University), H.J.Choi(KIOST)
                 
                                       

1. 서 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다양한 선박 사고들이 발생하 고, 이러한 사고들은 귀 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불러 일으켰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의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안 한 장

소로 사고선박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사고선박을 안 한 장소로 

이동시켜 2차 인 피해를 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선박의 이동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인 시 필요한 소요마력을 추정하고 구난지원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사고선박 인지원시스템의 일부 구성요소에 해 언 하고 있다.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피 인선의 거동은 

인선의 인력(힘과 방향)에 의해 결정되고, 인력은 인삭을 통해 달되게 된다. 이러한 인력은 피 인 

선박 자체의 항과 주변 환경 요소로부터의 항값을 추정할 수 있고, 인삭의 길이  종류에 따라 걸리

는 부가 인 장력을 고려하여 최종 인 인선에서의 소요마력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5],[6]. 본 연구에서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는 인선과 피 인선의 거동해석을 한 운동방정식과 인삭에 걸리는 장력해석 방법에 해 검토하고 있

다. 인삭의 장력해석에 있어서는 정 인 상태에서의 해석방법과 동 인 상태에서의 해석 방법  용법의 

차이 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인선과 피 인선의 운동 모델

  Fig.1(a)와 같이 피 인선이 한 척의 인선에 의해 인된다고 가정하면 Fig.1(b)와 같은 좌표계로 표 할 

수 있다. 

        

(a)                                         (b)
Fig.1 Coordinate of towing system  

각각의 운동방정식은 무게 심에서의 속도  와 회 각속도 을 이용하여 식(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 첨자   은 인선,   는 피 인선을 의미한다. 단, 는 각각 선체, 타, 로펠러, 외력, 장력

을 의미한다.

      
     


      

                                          (1)

인선과 피 인선은 상기 식의 우변에 있는 요소들에 의해 거동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에서 

선체, 타, 로펠러에 미치는 힘은 유체력을, 외력은 풍압력을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2.2 장력의 계산

피 인선과 인선은 거리 의 인삭에 의해 연결되어있고, 식(1)에서와 같이   성분은   축 방향 그

리고 원 을 심으로 한 회 방향(Z방향)으로 나 어서 해석할 수 있다. 직 인 방법으로 Fig.2 (a)와 같

이 인선과 피 인선이 직선거리 D, 길이가 S인 인삭에 의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인삭에 걸리는 장력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7].

                                                  (2)

단, 는 인 항, 는 인삭의 부가 항,   는 인삭 장력의 수직 성분을 의미한다.

 한편, Fig. 2(b)와 같이 인선과 피 인선 사이의 인삭을 미소길이로 나 어 각 부분에 걸리는 장력을 좌

표계 상에서 해석하고 순차 인 계산을 통해 선박과 연결 에서의 장력을 구할 수 있다. Fig.2 (b)와 같이 미

소변    에 해당하는 인삭의 힘의 평형식은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단, 은 각각 장력, 인삭의 단  길이당 량, 해수 도, 인삭의 마찰 항력계수, 인삭

의 선방향과 수직방향의 가속도 성분을 의미한다. 

     

    

(a)                                         (b)
Fig.2 Tension calculation methods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선을 이용하여 피 인 선박을 목 지로 이동시킬 때 거동해석에 필요한 운동방정식과 

인삭에 걸리는 장력 해석 방법에 해 검토하 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다수의 인선을 이용할 경우에도 응

용이 가능하고, 인삭에 걸리는 장력의 경우 동 인 향을 고려할 수 있어 좀 더 면 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인선의 척수결정  인선을 활용한 인시나리오 작성에도 응용

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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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선박 인매뉴얼 개발에 한 연구

정창 , 남택근, 김철승(목포해양 학교)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wing Manual for Salvage Service

C.H.Jung, T.K.Nam, C.S.Kim(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요 약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좌  등 다양한 사고 발생시 2차 피해를 이기 해서는 사고선박을 안 한 장소

로 이동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형선박의 사고에 한 한 인매뉴얼이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미해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련 매뉴얼과 사고선박 인에 련된 자료들을 조사․분석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사고선박 인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한다. 해당 매뉴얼에는 사고선박에 한 소요마력 계

산, 인색 장력 계산, 인선과 인장비의 선정, 인선 배치  연결방법, 인조선법, 인 계획  차, 

안 수칙 등이 포함될 정이다.

ABSTRACT

 Salvage towing generally follows immediately after a salvage operation. The vessel may be towed to a 

safe haven for temporary repairs or to a port where complete repairs are possible. In these cases, tow 

preparations usually entail more than the normal tow system installation. The towing manual contains 

information about the required power of tug, towline tension, selection of tug and rig, arrangement and 

connection of tug, tug operation, planning and procedures, and safety considerations in towing.    

Keywords : Salvage towing(구난 인), Safe haven(피난처), Towing manual( 인매뉴얼)

1. 서 론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고속선의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부분 해양사고의 경우 장 기상이 불량하거나,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인방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구난 장에서는 일반 으로 샐비지 마스터의 경

험 인 지식에 의해 구난작업과 인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고선박을 안 한 곳으로 인

하기 한 인지원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구체 이고 체계 인 인매뉴얼의 개발이 시 한 상황이다. 

2.  인매뉴얼의 개발

   미해군 구난매뉴얼과 인매뉴얼, Salvor’s Handbook, 그리고 사고선박의 인과 련한 각종 자료들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인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한, 인매뉴얼에서 

가장 핵심 인 부분이 될 것으로 단되는 인시스템의 설계 부분을 소개한다.

2.1 인매뉴얼의 주요 구성내용

   사고선박 인매뉴얼의 주요 구성내용은 개요(목   용범 ), 인 일반( 인방법, 인작업시 상되

는 험, 인설비), 인지원시스템의 구성 요소(각종 입력요소, 소요 선 계산 로그램 차, 인선 

database, 유 기  연락처  ), 인시스템의 설계( 인색 장력 계산, 수부 계산, 인선  인장비

의 선정), 인선 배치  연결(단독 는 2척이상, Bridle 설치), 인조선( 인속력, 동 하 , 만곡부), 인

계획  차( 인 비, 책임과 권한, 임무), 그리고 안 수칙  Checklist 등으로 구성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2 인시스템의 설계

   인시스템의 설계에서는 인 비 과정에서 취해질 단계  지침을 제공하고, 인선을 선택하고 인속

력을 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시스템을 설계할 때에는 외력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선  인설비를 선택하기 때문에 인색 장력 계산, 인선  인장비의 선정, 그리고 확

인  수정단계와 같은 주요 3가지 단계를 반복 계산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이를 통하여 최 의 인시스템

을 설계하게 된다. 

   인을 계획하고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인의 크기  조건, 요구되는 인속력, 사용가능

한 인선의 용량과 인색 사양, 인 항에 의한 인색 장력과 동 하 , 인색 수부를 감안한 수심과 

인색 길이, 그리고 인선의 복원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연 성이 있으며, 인속

력은 날씨 는 인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인시스템은 최상의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

기 해 체 으로도 검되어져야 한다.

   구체  설계 방법에 해서는 체 인색 장력 계산, 인색 수부 계산, 인색 최  하  경감 방안, 

그리고 인선과 장비의 선정 등에 하여 구체 으로 제시한다. 체 인색 장력은 사고선박의 항과 

인색의 항, 그리고 인색 수부 수직성분의 합에 의한 정 항과 사고선박의 Yawing으로 인한 항과 

도에 의한 사고선박과 인선간의 상 운동으로 인해 인색에 걸리는 동 하 으로 구성된다. 와이어 

인색의 항은 직경, 길이, 그리고 인속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고선박 인 항의 약 10%로 측할 수 

있다. 그리고 합성섬유로 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색의 부가 항은 무시될 수 있다. 

   해상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사고선박을 인할 때 사고선박의 Yawing과 두 선박간의 상 운동으로 인해 

인색에 걸리는 하 은 일정하지 않고 동 하 이 작용한다. 동 장력은 인선- 인색-사고선박에 시시각

각 변하는 힘에 따라 복잡하게 작용하는 동 반응을 의미하며, 그 평균값은 0이지만, 정 인 장력에 이러한 

동 장력이 추가될 경우에는 인시스템에 상당한 향을  수 있다. 그리고 최 의 하 이 작용할 때, 순

수한 하 에 의해 손상을  수도 있지만, 반복 인 하 이 작용하여 피로 으로 손될 수 있다. 

   인계획 단계에서 강도를 고려하여 인색을 결정할 때 정 장력에 일정한 안 율을 용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안 율은 측할 수 없는 동 하 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한 인색의 피로도, 부식, 

마모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인 상황이나 조건이 나쁜 경우에는 하게 증가하여 용될 수 있다. 새

로운 방법으로는 계산된 최악의 장력에 안 율 1.5를 용하여 인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동 인 

향에 의한 불확실한 부분의 제거는 기존의 인시스템의 안 율을 일 수 있고, 동 하 에 한 확신이 높

을수록 안 율의 사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색으로 와이어로 가 사용될 경우에는 수부가 발생되고, 이는 최 동 장력을 여주는 완충제

(Spring) 역할을 하게 된다. 한 합성섬유로 를 결합 사용하면 완충효과는 더 극 화 된다. 하지만,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는 수부가 바닥에 닫지 않도록 하기 하여 수부의 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부의 깊

이를 이기 해서는 인색의 길이를 이거나, 인속력을 높이는 것이 고려된다. 

   인선의 선정에서는 이용가능성, 숙달된 선원, 충분한 인마력, 인설비, 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인선의 동력과 인선과 사고선박의 유체동역학 인 특성은 인속력을 결정하고 인색

의 장력을 결정한다. 인선의 최 추력은 정지 일 때 발생되고(Bollard full), 인속력이 증가할수록 모든 

동력이 해당 속력을 내는데 소모되기 때문에 인색을 당기는 힘은 어든다. 따라서 인선은 상되는 최

악의 환경에서도 사고선박을 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구난 장에서 인을 설계하고 비하는데 있어 보다 구체 이고 체계 인 인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됨을 제시하 다. 이러한 인매뉴얼에는 개요, 인 일반, 인지원시스템의 구성 요소, 인시

스템의 설계, 인선 배치  연결, 인조선, 인계획  차, 그리고 안 수칙  Checklist 등이 포함되

고, 인매뉴얼에서 가장 핵심 인 부분이 될 것으로 단되는 인시스템의 설계 부분을 소개하 다. 인

시스템의 설계에서는 인색 장력 계산, 인색에 걸리는 동 하 , 인색 강도 결정을 한 안 율의 용, 

인색 수부 계산, 그리고 인선  인장비 선택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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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Kenos Athena, 한국 Eastern Bright 선박 구난사례를 

심으로 살펴본 미컬 선박 구난 기술
김천일, 박 모, 박완순, 한재우, 나용 (언딘기술연구소)

Chemical Recovery Technologies Employed In Two Salvage cases

(M/T Kenos Athena & M/V Eastern Bright)

C.I.Kim, Y.M.Park, Y.S.Park, J.W.Han, Y.H.Na(Undin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세계 해양교통량의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여수에서 56마일정도 떨

어진 지 에서 Eastern Bright호가 질산 2128톤을 선 한 채로 좌 하 다. 해당지

역은 강한 조류로 다이버 작업이 힘들고 질산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로 구

난에 난항을 격었지만, ROLS(원격조종하역시스템), DBT(더블 보텀 장치)와 ROV

(원격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성공 으로 구난되었다. 2012년에는 국 동성 상해 

해안 4마일 떨어진 수심 14m 지 에서 Kenos Athena가 7000톤의 황산과 140톤의 

벙커유를 운송  발라스트 탱크에 물이 차면서 침몰하 다. 황산의 유출이 우려

되는 상황에서 Hot-Tapping 방법을 이용한 구난기술을 바탕으로 황산 추출작업이 

성공 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srtern Bright호와 Kenos Ahena 호의 구난

사례에서 사용된 2차 오염방지2차 오염을 방지하는 구난기술을 사례로 특수한 구

난 환경에서의 처법  기술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 B S T R A CT

Ocean traffic volume is on the increase worldwide, yet the ocean accidents are 

also on the same path not only in their scale but also in their frequency. In 2008, 

off the shore of Yoesu, this chemical carrier was in distress and finally fell apart in 

half. 2,125 tons of nitric acid in her cargo was a major threat of secondary 

contamination urging the salvor to come up with very urgent and appropriate 

approach to removing the chemicals in her. Since the threat of the second-hand 

ocean contamination was an issue, a tailor-made approach was required by the 

salvor. Worth the case, the environmental condition was either not best for the 

diving operation. In that context, LOLS, DBT, ROV were employed to remove the 

chemical including bunker oil and nitric acid. in 2012, “Kenos Athena”s sank among 

the freight 7,000 tons of sulfuric acid and 140 tons of bunker oil in the depth of 

water 14m which 4 miles are far from Chinese Shanghai. The chemical got 

successfully removed utilizing a special equipment and method such as hot-tapping 

process. In this study we have tried to bring up the need of salvage technology 

and handling method in terms of preventing any secondary-hand contamination 

from ever happening under a special circumstances employing two salvage cases' 

below.

Keywords : Salvage, marine accident, chemical Vessel, Eastern Bright, Kenos 

Athena, Salv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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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바지선 석정36호 구난사례를 바탕으로 한 침몰선박 구난기술 고찰

최 진†, 이승국, 이승훈(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성훈, 양석훈, 종구(코리아살베지)

Review on the salvage operation case of sunken barge (Sukjung36-ho) and the related 

salvage technique

H.J. Choi†, S.K. Lee, S.H. Lee(KIOST), S.H. Lee, S.H. Yang, J.G. Wee(Korea Salvage)  

요약 

2012년 12월 울산 인근해역에서 작업용 바지선의 침몰로 인해 12명의 귀 한 생명을 잃었다. 

사고해역의 빠른 유속과 짧은 수  가시거리, 갑 상부의 각종 작업설비로 인해 인양작업이 매

우 어렵게 진행되었다. 침몰선체를 인양하기 해서 먼  무게가 약 1,500여톤의 콘크리트 타설

용 리더 설비를 선체로부터 단 후 분리하여 기 기선으로 인양하 다. 이후 침몰선체를 인양

하기 하여 2m 깊이로 뻘에 묻힌 선체주변의 뻘을 설하고, 침수된 발라스트의 해수를 펌

를 이용해 배수하여 선체부력을 회복하 다. 이후 3,000톤 과 600톤 의 기 기선을 이용하여 

침몰선체를 인양하여 안 한 항구로 이동시킴으로 인양작업을 완료하 다. 석정 36호의 인양작

업은 약 70여일이 소요되었다. 침몰선박을 안 하게 인양하기 해서는 수 선체의 정확한 조

사가 필요하며, 선체 인양에 필요한 인양력은 선체 자체 량과 화물의 량, 선체내로 침투한 

부가물질의 량, 선체가 해 면에 묻힌 상태에서 이탈에 필요한 선체 이탈력, 침몰선체 내의 

부력 등에 의해 산정되며, 해상작업의 특성에 따른 안 율을 더하여 최종 산정한다. 한, 기

기선 등을 이용하여 선체를 인양하는 데는 인양력의 정한 배분과 인양슬링의 선정이 요구된

다. 향후 침몰선박의 인양을 안 하고, 신속하며, 경제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해 질의 특성

과 내성도(Soil Bearing Capacity), 질의 이탈력 산정 등에 한 연구와 장용 인양력 계산시

스템과 인양력 배분  인양슬링의 안 성을 평가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수 에서 선체조사와 작업을 수행하는 다이버들에 한 문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지속

인 양성이 요구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salvage operation of the Sukjung36-ho which was sunk off the coast of 

Ulsan in December 2012 is introduced. And development of sunken ship salvage plan and 

operational technique and technical review of the lifting force calculation method were also 

presented. Further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scheme for the salvage technique 

improvement of sunken vessel was also suggested.

Keywords : Marine Incident(해양사고), Salvage(구난), Salvage Operation(구난작업), Sunken 

Ship(침몰선박), Lifting Force(인양fur) Barge Ship(바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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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유출유 확산 측 시스템 연구

이문진, 김혜진, 강 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evelopement of 3 Dimensional Oil Spill Prediction Model

M.-j.Lee, H.J.Kim, K.Kang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해양사고로 인한 유출유는 풍화작용에 따라 타르화되어 침강하며, 해수순환에 

따라 재부상한다. 유출유의 해수  거동을 실제와 부합되게 재 하기 하여 3

차원 유출유 확산 측모델을 개발하 다. 3차원 유출유 확산 측모델은 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을 용한 수치  추 자 (numerical tracer) 방법에 근거

하여 개발되었으며, 해수유동에 의한 이송 (transport), 난류에 의한 확산 

(turbulent diffusion), 유출유의 침강  표면혼합층의 혼합효과 그리고 유출유

의 풍화작용 (weathering effect)를 고려하여 유출유의 이동확산을 계산한다. 개

발된 유출유 확산모델은 Hebei Spirit호 유출유 확산분포 재 에 용하여 활용

성을 검토하 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출사고로 인한 유출유 확산범 는 당시

의 바람  해수유동 재  결과에 근거하여 재 하 으며, 사고 당일인 2007년 

12월 7일 07:00부터 2008월 1월 6일 07:00까지 약 1개월(720시간) 동안의 기간

에 해 계산하 다. 3차원 유출유 확산 측모델의 용 결과 유출유의 연직 

혼합  수  이동에 한 부분을 재 하 으며, 유출유의 연직혼합에 의한 수

층별 분포를 제시하 다.

 

ABSTRACT

Spilt oil in the ocean is moved by currents and winds with weathering. For 

the realistic simulation of oil behavior including sinking and suspension of 

weathered oil, we developed three dimensional oil spill prediction model. The 

three dimensional oil spill prediction model calculate transport by currents, 

turbulent diffusion, vertical mixing and oil diffusion with weathering effect 

by using numerical tracer method based on the Monte Carlo simulation. As 

an application of this prediction model, we simulated the distribution of oil 

pollution by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The oil pollution by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was simulated using the hindcast results of wind and 

currents at the time of incident during one month (720hours) from 07:00 7th 

December 2007 to 07:00 6th January 2008. The results of the three 

dimensional oil spill prediction model represented the distribution of split oil 

including vertical movement of oil.

Keywords : 3차원 유출유 확산 측모델 (Three Dimensional Oil 

Spill Predicition Model),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출사고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유출유 연직거동 (Vertical Movement 

of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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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 오일펜스 성능에 미치는 향에 한 수치해석  연구

강 구, 이문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 Numerical Study on the Effect of Wind on the Oil Boom Performance

K.Kang, M.-j.Le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취송류의 향이 오일 펜스 성능에 미치는 향에 해서 수치

해석을 수행하 다. 상용 코드 FLUENT를 이용하여 수치해석 하 고, 공기, 기

름, 해수의 다상 유동은 Volume of Fluid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본 연구

의 수치 모델링을 검증하기 해서, 수치결과를 다양한 실험치와 비교하 다. 

검증 상은 공기의 풍속 로 일, 기름이 없을 때 풍속 비 취송류의 속도, 

오일 펜스에 의해 가두어진 유채유의 형상 등이다. 수치해석 으로 계산된 결

과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 검증 후, 벙커C유가 실해역에서 출되었을 

때, 오일 펜스 하단으로의 오일 펜스 실패 과정을 수치해석 하 다. 벙커C유의 

경우, 성  도가 다른 기름에 비해 매우 커서, 해수의 속도가 없이 풍속이 

5 m/s 정도만 되어도, 오일 펜스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ABSTRACT

We nume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wind on the oil boom performance.  

The numerical simulations are carried out by using commerci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oftware, FLUENT with Volume of Fluid 

method for multi-phase flow. To prove the validity of our numerical model, 

our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with existing experimental data and 

they are in good agreement. After the proof of our model, we simulate 

boom performance in real scale, where the height of boom and simulated 

domain size are practical. It is found that in the case of Bunker C spill, the 

effect of wind becomes 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oils because of 

extremely high viscosity of Bunker C. In other words, 5 m/s of wind 

velocity could cause the oil boom failure at no current sea condition. 

Keywords : 기름 유출 (Oil Spill), 오일 펜스 실패 (Oil Fence 

Failure), 풍속 (Wind Velocity), 수치해석 (Numer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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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유출유 장 탐지기술 개발동향 분석  고찰
오상우, 이문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Technology of Oil Spill insitu Sensor in the Sea  

S.W. Oh, M.-j. Le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해양에서의 기름 유출 사고는 해양에 있는 

모든 생태계 뿐 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인간에게도 막 한 피해를 

다. 따라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름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신속한 기름 확산 방지를 해서는 기름이 유출된 장소와 

시 을 빠른 시간 내에 인지하는 것이 가장 요하므로 기름의 유출 여부  

정도, 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 이용하면 해상에 기름이 

유출될 경우 효과 인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재까지 개발된 유출유 탐

지 센서는 다양한 탐지방법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장에서 탐지하는 기술들에 해서 방법론 으로 분류한 내용, 

분류된 기술들에 한 기술 인 특징, 그리고 각각의 센서 들이 갖고 있는 장

과 단 에 해서 분석한 내용에 해서 기술한다. 한 재 개발된 기술이 

갖고 있는 기술  한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부분에 해서 제안

한다.  

ABSTRACT

Oil spills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not only every organism in the ocean 

but also human. Rapid detection of oil spills is very important and helps to 

reduce the expansion of pollution. In response to this need, various insitu 

oil spill detection technologies for ocean applications have been developed, 

and some have been practically applied. In this paper, technologies of oil 

spill insitu sensor are classified as a detection methodology. And also,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merits and demerits of these sensors 

are described. Finally, parts need to be developed in future are suggested. 

Keywords : 유출유 탐지(Oil Spill Detection), 인시  센서

(insitu sensor), 기름 유출(Oil S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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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를 활용한 기름유출 모니터링 기술연구
이승 *, 이문진, 오상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 Study on the Monitoring Technology for the Oil Spill using X-band radar

S.H.Lee, M.-j.Lee, S.W.Oh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신속하게 유출된 기름의 치  이동특성을 

악하여 측 가능한 방제 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와 같은 신

속한 방제 략을 수립하기 하여 X-band 이더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시스템

이 유럽을 심으로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10년도부터 

X-band 이다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시스템을 개발 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X-band 이다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시스템과 련된 국내외 연구개발 황과 

유출유 탐지시스템의 특성에 해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국

내의 X-band 이다를 이용한 유출유 탐지시스템 개발의 한계 을 분석한 내

용과 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유출유와 유사한 거동특성을 갖고 있는 

용물인 팝콘을 이용한 실해역 실험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When the oil spill accident occurs,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lo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illed oil movement and to establish the 

response plan.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of a solution based on 

X-band for the response plan was started by some countries of Europe. In 

this study, state of the art and core technologies of oil spill detection 

system using X-band radar are reviewed and analysed. And also, breaking 

points in development of the oil spill detection system are described. 

Furthermore a methodology of experiment using popped-corn is suggest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is system in the sea.

Keywords : X-band 레이더, 유출유 모사체, 유출유탐지시스

템,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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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방제정보지도 개발 연구
김혜진*, 이문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3D ESI Map

H.J.Kim, M.-j.Le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기 우리나라 방제정보지도는 해역별로 종이지도로 제작되어 방제 장에서 

활용되었다. 종이지도의 정보 조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 인 정보 조회를 

해서 GIS 기반의 방제정보지도가 구축되어 컴퓨터 로그램 기반으로 활용

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방제정보지도 제작  활용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

하여 기술  우 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출유 확산 측 기술이 

발 하면서 방제정보지도와 유출유 확산 측 모델을 결합하여 방제 략에 활

용하고 있다. 최근 3차원 유출유 확산 측 모델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유출유 확산 측 결과에 한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유류오

염사고 발생시 방제 장에서 3차원 유출유 확산 측 결과를 최 으로 활용하

기 해서는 방제 략 수립시 활용되는 방제정보지도의 고도화가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제정보지도를 개선하여 3차원의 방제정보지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해서 연구하 다. 방제 련한 공간 정보를 분석하고 기 구

축된 정보와 추가 구축이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 다. 3차원의 공간 정보를 효

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원 공간 정보 구축 방안을 수립하 다.

ABSTRACT

  Initial Korea ESI(Environmental Sensitivity Index) Map had been built 

based on each area using the paper map. There were some limits to identify 

the information on the paper map. In order to utilize the ESI Map 

efficiently, GIS based ESI map has been built and has been applied by the 

computer program. The level of the present Korea ESI Map holds a 

dominant position technically. In Korea, ESI map has been utilized in 

combination with the oil spill prediction model such as KOSPS system. 

Recently, 3D based oil spill prediction model has been studied actively and 

the result of the model will be improved with more accurate prediction. For 

the optimum utilization of the 3D based oil spill prediction model in the oil 

spill response field, the advanced ESI map is necessary. In this study, the 

method of building the 3D ESI map has been studied and the way to 

develop the 3D ESI map has been proposed.

Keywords : Oil Spill(유출유), ESI Map(방제정보지도), 3D 

Information(3차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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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기반 환경민감 해양부가정보(MIO) 구축방안 연구
오세웅, 이문진, 김혜진, 심우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evelopment method of environment sensitivity MIO(Marine Information 

Overlay) based on feature objects

S.W.Oh, M.-j.Lee, H.J.Kim, W.S.Shim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해양 부가정보(Marine Information Overlay)는 ECDIS나 련 지리정보 시스템

에서 자해도에 부가하여 표 할 수 있는 이어로서, 항해자  연구자, 기타 

련 계자에 해양환경 정보를 표  포맷으로 제공하여, 자해도를 포함한 

다른 부가정보와의 정보 융합을 용이하게 하고 응용분야에 합한 의사결정 지

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유 응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

민감정보를 국제수로기구의 S-57/S-100 표 에 따른 객체 기반 환경민감 해양 

부가정보로의 구축방안에 해 제안 하 다. 세부 연구 내용으로는 국제수로기

구 정보표 의 데이터 모델링 방법을 분석하고, 환경민감 정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와 속성의 종류, 심볼 형태를 분석하여 환경민감 해양부가정보 표  

개발 방법과 환경민감 DB 구축 차를 제안 하 다. 

ABSTRACT

The MIO(Marine Information Overlay) is layer information displayed with 

ENCs on marin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such as ECDIS, which 

enable not only to integrate with other overlays including ENCs, but also to 

support decision making in various application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d development methods of environment sensitivity MIO based on 

feature objects according to the S-57 / S-100 standards of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As specific contents, the data modeling method of 

IHO’s standard was reviewed. In sequence, standard development methods 

and database production processes on environmental sensitivity MIO was 

proposed after analyzing objects, attributes, enumerations, symbols in ESI 

maps.  

Keywords : Environmental Sensitivity Map(환경민감도), 

Marine Information Overlay(해양부가정보), Universal 

Hydrographic Data Model(범용수로데이터모델), Hydrgraphic 

Data Transfer Standard(수로데이터 송표 ), S-100 Registry(표

화 등록소), Portrayal(묘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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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한 방사선폐기물 드럼 재 평가

장미숙, 이상헌, 종선, 이상철, 한병섭 ((주)에네시스)

Drum Loading Optimization to Minimize the Accident Impact 

of Radioactive Waste Carrier  

M.S. Jang, S.H. Lee, J.S. Jeon, S.C. Lee, B.S. Han (ENESYS Co., Ltd.)

                

요 약 

방사선폐기물 운반선의 해양 침몰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생태계의 교란은 물론 

먹이사슬을 통한 연안  주변지역 주민에게 범 하고 지속 인 피해를 유발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이 최선의 책이지만 불의의 사고에도 향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안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체 출방사능이 최소화되도록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 드럼의 혼합 재 방법에 하여 고찰하 다. 

방사능의 인체 향은 기 선량(mSv/yr)  HE(deaths/yr)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미국 MARINRAD 코드의 한국 개선버 인 KMRAD 로그램을 활용하

여 방사능의 인체 향을 평가하 다. 

모든 입력자료는 국내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안 해석의 목 에 부합되도록 보수

으로 용되었다. 생애주기 100년 노출을 기 으로 평가한 결과, 폐수지  폐

필터의 경우 단일 재시 기 선량을 과하 다. 따라서 방사능이 더 낮은 잡고

체  농축폐액등과 혼합 재 평가를 수행하여 기 선량  HE를 만족하는 각 

해구별 폐기물의 최  재율을 산출하 다.  

최근 육상의 유해폐기물 운송은 환경 향의 문제로 해양운송으로 운송방법의 

이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해양  연안생태계 보호를 한 해양사고  재난

리에 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다.  

 Keywords : Radioactive waste carrier(방사선폐기물운반선), 

KMRAD(침몰사고 향평가 로그램), Loading optimization ( 재 

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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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도법 활용 해상 험유해물질(HNS) 장 탐지․분석기법 연구

이미희, 채홍기, 박세진, 김 일, 이선종(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소)

Study of on-site detection and analysis techniques for marine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using spectrophotometry

M.H.Lee, H.G.Chae, S.J.Park, D.I.Kim, S.J.Lee(Pollutant Analysis Team of Korea Coast Guard Research Institute) 

                 

요    약

  국제 으로 해상 운송 험․유해물질은 6,000여종, 국내 해상 운송 물질은 약 1,000여종이며 험물 운반

선의 입출항 횟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험․유해물질 유출사고는 물질에 따라 물  피해 뿐 아니라 

주변해상  해안에 치명 인 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오염사고이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

한 험․유해물질 오염사고는 총 9건으로 형사고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유출 물질의 장 탐지 요성이 

꾸 히 증가되고 있다.

  험․유해물질의 일반 인 분석 방법으로는 LC/MS, GC/MS, X-RD, 가스탐지기 등이 주로 사용되며 이

는 문 기기를 이용한 실험실 분석 는 일부 물질에 제한된 장탐지 기법 등으로 험유해물질 사고시 

장에 일반 으로 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험․유해물질 유출사고의 기 응을 해서는 사고의 특성상 장에서 유출된 물질에 한 신속한 물

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 기법이 필수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

출되는 경우를 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고시로 선정한 리 상물질 68종  국내 해상운송 물동량을 

심으로 선정된 물질에 하여 휴 용 FT-IR과 휴 용 RAMAN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각 장비별

로 물질 식별가능 여부  특정 물질의 해상유출을 가정하여 탐지 특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장 용을 통하여 향후 험․유해물질 사고 발생시 신속한 물질 탐색  기 응으로 인명

사고 방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안 한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ABSTRACT

  Internationally 6,000 species and domestically 1,000 species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HNS) 

are transported by sea. The number of arrivals and departures of dangerous goods carriers is increasing 

every year. HNS pollution might make serious potential damage to loss of life and marine environments. 

9 HNS accidents had occurred in our country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it had probabilities to be 

expanded to disastrous incident.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tools of unknown chemicals spilled in the 

sea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Routine analysis of HNS has been carried out by instrumental methods in the lab such as LC/MS, 

GC/MS, X-RD, Gas-detector but these methods are limited to apply to the initial response of the HNS 

pollution which is indeed needed the specific techniques that can detect rapidly on the site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feasibilities of on-site detection of the potable FT-IR and RAMAN 

units regarding to 68 species of HNS notified by Korea Coast Guard as intensive control substances and 

other cautious substances based on the maritime transport volume in Korea. And we were examined the 

detection characteristics of both devices on the supposed various conditions of HNS spills at the sea and 

coast.

  From this study on the on-site analysis tools for the fast identification of the unknown HNS, we 

expect to be able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rapid initial response to HNS incidents as well as 

to minimize the damage and personal injuries by the marine HNS spill.

K e y w o r d 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험․유해물질), on-site method( 장탐지), 

intensive control substance( 리 상물질), potable FT-IR(휴 용 FT-IR), potable RAMAN(휴 용 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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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안정동 원소 조성비를 이용한 원유 식별  풍화에 따른 

조성변화      

              김은식(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기범(경상 학교), 심원 , 임운 , 안 건, 하성용, 김범, 

김문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요 약 

  원유의 탄소안정동 원소비는 증발, 생물분해, 용해 등 풍화작용에 의해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 유출유의 기원을 확인하는 추 자로서 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수입되고 있

는 유류  주요 14종 원유와 제품유 1종의 분자단  유지문 지표와 탄소안정동 원소비 조성을 분석하

고, 이를 유지문으로 활용하여 각 지표의 유류 간 식별력을 비교하 다. Bintulu 원유와 제품유(B-C(1%)) 만

이 다른 원유와 구별되는 고유한 alkane 분포패턴을 보 고, 나머지 원유들은 매우 유사한 분포특성을 나

타내었다. Alkane 분자지표를 사용하 을 때, 원유를 크게 3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나 그룹 내 식별

은 불가능하 다. PAHs 분자지표인 C2D/C2P와 C3D/C3P 이 지수를 이용해서 A.L., A.S.L., Foroozan, 

B-C(1%)을 다른 원유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었으며, 4-mD/1-mD와 2/3-mD/1-mD 이 지수는 A.S.L., 

Bintulu, Oman 원유를 뚜렷이 식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원유들은 매우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원유 간 식별이 어려웠다. 반면 탄소안정동 원소비를 활용한 식별법은 A.L., A.M., Qatar-Marine, B-C(1%)

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유 사이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 다. 유류의 풍화에 따른 탄소안정동 원소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진공회 증발기를 이용한 풍화실험과 자연환경을 모사한 mesocosm 실험을 실시하

다. 두 가지 풍화실험 모두에서 탄소안정동 원소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개별화합물의 탄

소안정동 원소 조성비를 활용한 유지문 분석법은 기존의 PAHs와 alkane의 표 인 분자지표들과 비교

했을 때 상 으로 높은 원유 간 식별력을 보여 주었으며, 풍화에 따른 향도 분자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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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패류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농도
이종 , 유 석, 최민호, 강조해((주)해양수산연구개발), 조 서( 남 학교 환경해양학) 

Concentration of PAHs in shellfish after the Hebei Spirit Oil Pollution 

Accident 

J.H.Lee, Y.Y.You, M.H.Choi, J.H.Kang(Ocean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CO., LTD), 

H.S.Cho(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는 다양한 형태의 유류 내에 포함

된 주요물질  하나이다. 따라서 해양 으로 유류가 유출되었을 경우 해양에 잔류하게 되며 지

속 으로 환경에 피해를 주게 된다. 해양환경 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용해성이 낮고 소수성

이기 때문에 해수 에는 아주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물

체 내 농축특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형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해역에서 발생하여 이로 인해 해양에 장기간 지속 으로 잔류하게 되어 해

양생태계에 향을 일으킬 수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사고해역의 패류  지 해담치와 굴을 

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구름포, 백사장, 통개항에서 조사ㆍ분석하여 유류사고에 따른 오

염 황을 연구ㆍ수행하 다. 검출한 결과 지 해담치가 굴보다 상 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었다. 굴은 백사장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통개항, 구름포 순으로 나타났다. 지

해담치는 통개항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구름포, 백사장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로는 2010년에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2012년에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들로 잔류성과 생물농축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사고연안에 서식하는 주요생물을 상으로 

장기 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Keywords : Oil Pollution(기름오염), Bioaccumulation(생물농축),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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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비용 선지   방제지도사 제도도입 방안 연구
김상운․김창균․김한규(해양경찰청), 한상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요    약

방제비용 선지 제도는  재난 인 해양오염사고, 국제기  는 추가기 약의 용을 받는 해양오염

사고 등 방제책임기 이 선지 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하는 사고에 하여 방제책임기 이 방제업

체 등을 통해 방제조치를 취했을 때 주민생계보   세업체 경 난 해소를 해 자체사정을 거쳐 P&I 

Club이나 국제기 이 사정하기 에 방제비용을 우선 지 하는 제도이다. 선지 을 통해 국가는 P&I Club

이나 국제기 의 배·보상  채권을 일부 변제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제기 에 구상권을 갖게 되고 국제기

 사정확정 시 보상  채권자인 선지  수령자의 배상  는 보상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향후 형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기 의 보상한도 과액에 한 비는 추가기  가입  이 선체 

유조선 시 로의 진입으로 기본 인 제도는 갖추어졌다고 단된다. 그러나 방제비용 지 과 련한 재 

배·보상체계의 문제 은 그 로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형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긴 한 생계비  방제비 

지 지연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  혼란의 방지와 더불어 방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해 국가는 선지

제도의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방제지도사란 해양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사고 장에서 방제인력의 방제작업의 효율 인 지도 감독 

 선지 을 한 방제실  검증을 지원하는 방제 문성과 방제비용 산정에 있어서의 문성을 가진자로 

국가공인 방제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방제지도사는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의 특성

을 이해하고 국제기 의 보상기 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유류오염손해를 과학 으로 입증하고, 객

인 자료에 의해 합리 으로 유류오염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방제지도사 제도는 사정의 합리성을 부여하기 해 방제에 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정업무를 수행하

게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Keyword : 방제비용, 선지 제도, 방제지도사

1. 서 론

최근 5년간(2008-2012)년 해양오염사고는 총 1,421건, 유출량은 1,936㎘이며 연평균 284건에 평균유출량은 

387㎘에 이른다. 유조선에 의한 사고건수는 체사고건수의 10%에 불과하나 체 유출량에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에 의한 건수는 37%인 반면 유출량은 12% 정도이다. 특히, 2007년 충남 태안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시에는 약 12,547㎘의 유류가 유출되어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경각심 증가로 사고횟수  유출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는 꾸 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형 유조선은 다량의 기름을 단기간에 폭발 으로 배

출시킴으로써 순식간에 오염시킬 수 있어, 형선박의 사고발생에 한 철 한 방  비가 필요하다.

규모 유류유출오염 사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발생은 지역수 의 소규모 오염사고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국가의 해양유류오염사고 리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시켰다. 지휘체계의 혼선, 민간방제세력에 

한 지휘권약화, 미흡한 국가방제자원 동원체제, 방제인력·장비의 분산배치  부족 등이 동 응 실패원인

으로 지 되었으며(김상운, 2008),

국제기 의 긴 사정기간  방제작업의 합리성 결여를 이유로 한 청구비용 삭감은 방제작업에 동원되었던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사회  혼란을 래하 다. 방제비용을 포함한 피해의 배·보상문제는 사고 발생 5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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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도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기 이 개입하는 형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객 이고 엄격한 입증자료에 의한 사정과정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부터 배·보상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국가는 이에 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제에 참여한 주민인건비를 포함한 세방제업체의 비용을 조기에 지 하지 못할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 문제, 세방제업체가 도산의 기에 처하는 등 경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염사고 발생 시 민

간방제업체가 방제비용 선지 등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할 수도 있다.(목진용, 2009).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환경 리법이 용되고 그 손해배상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

른다. 행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명확한 책임한도를 통한 강제보험제도 도입  선박소유자의 무과실 책

임으로 책임한도액까지는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같은 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액 보상하지 못하는데 이

는 책임한도를 정하는 법구조상 법 책임 한도 내에서만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  분쟁을 

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에서는 이 게 피해자의 손해를 액보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특별법

을 도입하여 국제기  사정 액의 지 , 부  책임한도액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자들에 한 지원을 규정

하 다. 

방제비용 선지 제도의 도입은 향후 유사한 형유류오염사고가 발생될 경우를 비하여 이미 부각된 문제

들을 입법 으로 해결하여 체계 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사고발생 시마다 특별법 제

정을 통해 응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  논란을 피하여 법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하다.

유류오염피해의 배․보상 문제는 기본 으로 민사 계이나 방제의 공익  성격상 국가가 개입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을 통한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하고 방제책임기 의 지휘권 강화를 통해 방제작업을 원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제비 선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황상일 외, 2008 ; 목포 학

교 산학 력단, 2009 ; 정 석, 2009 ; 국무총리실,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방제비용 선지 제도의 시행의 구체

인 실행방안  시행 차와 련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형 유류오염사고  기타 

선지 이 필요한 상황에 비하고자 한다.

2. 방제비용 선지 제도의 도입 배경  필요성

2.1. 행 유조선 유류오염 배·보상체계

2.1.1. 해양유류오염 피해배․보상 련 국제 약 체제

우리나라의「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당해 사고를 발생시킨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유조선에 의한 유류

오염사고와 화물선 등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로 구분된다. 유조선 사고의 경우 해운업계 보험의 성격을 

띠는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한 민사책임에 한 국제 약’(1992 민사책임 약 는 1992 CLC), 지속성 기

름을 연간 15만톤 이상 수령한 약가입국의 정유사들이 납입한 분담 으로 운용되는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

상을 한 국제기 의 설치에 한 국제 약’(1992 국제기 약 는 1992 FC),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한 국제기 설립에 한 국제 약 2003 개정의정서’(2003 추가기 약 는 2003 SFC)를 수용하여 국내법

화한 것으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 발생 시 이에 따른 배상  보상이 이루어진다.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는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한 국제민사책임 약’(2001 선박연료유

약 는 2001 Bunker Convention)으로 규율되고 있다.

2.1.2 유류오염손해 발생 시 배·보상 차

유조선으로부터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를 입은 자는「유류오염손해배

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  등에 손해 배·보상을 청구하는 한편,「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차



에 한 법률」에 따라 제한채권자로서 선주책임제한 차에 참가하여 선주책임한도액 내에서 손해 배․보상

을 배당받을 수 있다.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당시의 선박소유자가 제1차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에서 선박소유

자라 함은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를 말하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하고 

나용선자(裸傭船 )도 포함된다. 따라서 기름유출 사고 유조선의 등록 선주와 나용선자, 선박소유자 등이 제1차 

보상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선주들이 부담하는 책임은 무과실책임과 유사한 엄격책임이

나 다만 사고원인이 선주의 고의과실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주나 보험회사는 책임제한을 청구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와 같은 보상책임을 이행하기 해서는 충분한 담보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 선의 경우

에는 200톤 이상, 외국 선의 경우에도 200톤 이상의 산 유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유류오염 손해

배상보장계약 즉 P&I Club 가입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P&I Club1)은 선박소유자, 용선자가 선박의 이용과 련하여 부담하는 제3자에 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하는 독립 인 비 리 상호보험조합이다. P&I Club의 일반 인 보상 상은 선원 는 여객의 인 손해, 하의 

멸실 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유류오염, 난 물 인양, 부두손상 손해 등을 담보한다(신옥주, 2012).

국제기 은 유류오염 손해의 2차  보상을 하여 국제기 약에 의거 설치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

(IOPC Fund2), 이하 국제기 )｣을 말한다.

국제기 약에 가입한 국가의 유류오염 피해자는 선주 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유류오염손

해에 하여 국제기 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92년 국제기 약(92 FC)이 보상하는 경우는 부분 오염손해가 이 약 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액을 

과하는 경우이며 따라서 청구를 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차가 개시되어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 국제기 은 책임제한 기 이 청구인에게 배당된 이후에 청구인들에게 보상할 

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 으로 책임제한 차가 종료되어야 보상하게 되나, 외 으로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상 을 미리 지 할 수 있다.

통상 국제기 은 선주 보험사와 공동으로 청구된 손해액을 사정해서 그 결과를 국제기  집행 원회에서 결

정된 보상  지 률에 따라 보상 을 지 한다. 보상액에 한 미합의로 인한 1992년 국제기 에 한 소송은 

선박소유자의 소송 할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통상 사고 발생국 법원이 할법원이 된다. 소송의 확정 결

은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승인되고 집행된다.

우리나라는 형오염사고에 한 국가차원의 사회 , 경제  비용감소  피해자들에 한 충분한 보상을 

해 2010년 추가기 (2003SFC)에 가입하 고, 이로서 피해자가 국제기 을 통해 7억 5천만 SDR3)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 다.

2.2 방제비용 지 과 련 한 재 배·보상체계의 문제

2.2.1 보상의 장기화와 피해주민 생계문제 발생

해양에서 발생하는 유조선등의 유류유출사고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 으로 서로 얽 있어 사고의 책임을 

귀속시키고 손해의 범 를 확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며, 국제 약에 따른 손해보상 차를 거쳐 피해자

들이 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2007년 국내에서 발생한 형유류오염사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수습하기 하여 국의 방제선, 방

제장비가 총동원되었고, 연 인원 120만 명 이상의 자원 사자들이 해안 부착유 제거작업에 참가하 으며 사고

이후 해안방제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연인원 약 56만 여명에 이르 다.

1) P&I Club :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2) IOPC Fund :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3) SDR : Special Drawing Right(특별인출권) 미국, 국, 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 통화시세를 가 평균방

식으로 산정한 환률, 국제통화기  가맹국이 국제수지가 악화 되었을때 IMF부터 무담보로 인출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하며 일종의 국제 비통화로서 이나 달러의 뒤를 잇는 제3의 통화(1SDR=1,584원(’08.3.13기 ))



체 으로 방제작업은 생업활동이 불가능해진 지역주민들의 일종의 생계유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국제

기 의 사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서 방제인건비 지 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한  

비용 사정작업은 5년이 지난 2013년 5월 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의 장기화는 사회  불안  정

부에 한 불신을 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응하기 해 허베이 특별법4)을 제정하여 국제기 의 사정결과

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 으나, 이에 따라서는 방제비용  어민 피해에 한 조속한 배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허베이 특별법도 이러한 을 인식하고 완화하기 하여 유류오염피해자가 국제기 에 보상청구 후 6개월이 

지나도 국제기 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 이 사정이 이루어진 후

에는 그 사정액에 하여 지 을 신청할 수 있게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차는 신속한 보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신옥주, 2012).

2.2.2 국제기 의 낮은 인정률

국제기 은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으로 조성되며, 우리나라의 기 조성에 있어 기여율은 국제유류오염

기  약국   4 5)에 해당되나, 그 피해보상액이 타 국가에 비해 상 으로 하게 다는 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련된 국제기 (IOPC Fund)에 한 피해배상 청구건수는 총28,967

건, 청구액은 총 2조7751억원에 달한다. 2013년 2월 기 으로 총 청구건수 가운데 국제기 의 사정건수는 

28,935건으로 사정률이 99.9%에 달하지만 사정작업에서 피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4,795건, 1,808억원 불과한 

실정이다. 즉, 배상 청구 액 비 인정 액 비율은 16.5%에 그쳤다. 이와 같은 사정률은 1997년 일본 나호드카

호 유 유출 때는 보상 청구액의 73%, 1999년 랑스 에리카호 기름 사고 때는 62%를 보상받았던 것 등 기존 

유류사고에 한 청구 액기  비교 시 하게 낮다. 

[표 1] 국제기 의 He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 청구, 사정  인정 황6)

(2013. 2. 25 기  / 단  : 백만원)

구  분

청  구 사  정 인  정

건수(A) 액 건수(B)
사정비율

(B/A)
건수(C) 액

인정비율

(C/B)

합  계
28,967

(128,400명)

2,775,133 28,935

(128,368명)

99.9% 4,795

(57,021명)

180,837 16.6%

분야 10,700 246,458 10,698 99.9% 2,590 32,448 24.2%

방제비용 304 393,206 279 91.8% 228 97,963 81.7%

수

산

분

야

소계
10,899

(110,332명)

1,605,338 10,899

(110,332명)

100.0% 1,606

(53,832명)

47,979 14.7%

포획

어업

1,258

(100,691명)

999,005 1,258

(100,691명)

100.0% 299

(52,525명)

21,473 23.8%

양식 9,641 606,333 9,641 100.0% 1,307 26,506 13.6%

기   타 7,064 530,131 7,059 99.9% 371 2,447 5.3%

방제 부분에 있어서의 사정결과를 살펴보면   수산분야와 비교하여 인정 비율은 24.2%로 높은 편이나 

민간업체의 방제비용 사정에 있어 방제시기별 실시한 작업의 종류와 지역주민의 해안방제 타당성 문제로 인하

여 청구 액 비 인정 액에서 업체별로 큰 편차를 보 다.  [표 1]은 국제기 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청구, 사정  인정 황을 나타내었다

4)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해양환경의 복원등에 한 특별법(‘08.3.14제정) 

5) 92년 국제기  분담  부담비율(08.12월기 ) : 1  일본 16.76%, 2  이탈리아 9.05%, 3  인도 8.25%, 4  

한민국 8.16%, 5  네덜란드 6.81%
6) 국토해양부 허베이 지원단(2013.2.25 기 자료)



2.2.3 방제책임기 의 민간 방제세력 지휘권 약화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유출유의 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하여 신속한 방제작업이 이루

어져야 한다. 통상 방제책임기 은 먼  동 긴 방제조치를 실시한 후에, 해양환경 리공단이나 민간방제업

체 등을 동원하여 해상  해안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방제책임기 이 민간방제업체를 동원하여 방제

작업을 실시하더라도 민간방제업자의 방제소요비용은 작업을 지시했던 방제책임기 이 아니라 선박소유자의 

보험사(P&I Club)나 국제기  등이 지 하게 되며, 지휘권자인 방제책임기 은 방제작업 지시에 따른 비용정

산 권한이 없어 방제자원 긴 동원과 방제작업에 한 실질 인 지휘권 행사가 어렵다. 

3 . 방제비용 선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

향후 형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기 의 보상한도 과액에 한 비는 추가기 (2003 FSC) 가입  

이 선체 유조선 시 로의 진입으로 기본 인 제도는 갖추어졌다고 단된다. 그러나 방제비용 지 과 련한 

재 배·보상체계의 문제 은 그 로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형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긴 한 생계비  방제

비 지 지연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  혼란의 방지와 더불어 방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해 국가는 선지

제도의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3 .1 신속한 배․ 보상을 통해  피 해 주 민  생 계  세  방제업 체의 어 려움 해 소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서 해안방제에 참여한 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주로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제약을 받게 된 어 계의 어업인, 오염지역의 식당, 숙박, 도․소매업 등을 하는 생계가 어려운 피해지역 

주민들이 부분으로 이들 피해주민들에게는 매일 매일의 방제인건비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방제 작업에 동원된 주민 인건비의 빠른 지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신속한 보상을 통한 피해주민 생계  세방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 선지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기 의 사정 차가 진행되는 동안 방제참여 주민인건비, 세업체의 방제비 등

을 조기에 지 할 방편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합리 이다.  [표2]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시 주민인건비 사

정  지 황을 나타내었다.

[표 2]  H/S 사고시 주민인건비 사정  지  황

방제작업 지 시기 청구 액 사정 액 차액처리

07.12월 08. 2월 97억 97억원 -

08.1월～2월 08. 9월 138억 93억원 특별교부 (45억)지

08.3월～6월 08.12월 101억 사정진행 지자체 기채발행

3 .2 합 리  장 방제 지휘 감독 구 축을 통한 사 정 률  제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당시 방제작업은 해상방제는 49일간, 해안방제는 10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해상방제

는 해양경찰청이 해안방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이원체계는 문조직, 문인력, 문지식이 요구되는 

재난 리체제에는 부 합하다는 것이 방 드러났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름오염방제에 한 문지식  경

험의 결여는 해안방제의 지휘·통제의 부재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지휘·통제의 부재상황에서 방제작업은 형식 으로 방제업체가 주민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지만 실제 으로는 행정하부조직인 이장과 반장이 리하게 되었는데, 부실한 작업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작업자명단에 포함되는 등 일부 비리의 묵인이 국제기 의 방제인건비 삭감과 연계되어 주민들 간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노진철 2009).

와 같은 사례는 방제 장에서 실질 으로 방제 문성을 가진 해양경찰청이 효과 으로 장에 배치된 장



비와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것의 요성을 보여 다. 일반 으로 오염사고 시 해상에서 유회수기 등 기계  장

비를 이용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기름량은 체 유출량의 30%이내에 불과하고, 일부는 자연증발․침강하고, 나

머지 30% 정도는 해안에 부착된다.

그러나 일본 나호드카호 오염사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악천후에서는 해상방제작업이 불가능하여 

으로 해안방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목진용, 2001). 그러나 해안방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재 수산과 직원 는 환경과 직원 1～2명이 주 업무인 해양수산자원 보호나 해양환경보호업무에 부가하여 

오염사고 시 해안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해안방제에 있어서도 방제지휘권을 가지는 해양경찰청이 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된 해상과 해안의 방제를 

한 인력과 장비의 동원  동원된 인력의 리, 합리 인 방제방법의 결정 등 실제 방제작업 지휘․통제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해안방제작업의 인력  장비 동원, 그리고 수거한 폐기물 처리업무 등의 행정을 지원

하는 합리  장방제 지휘감독 구축이 필요하다. 

이처럼 방제비용의 지연지 은 신속하고 체계 인 방제작업을 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방제작업의 계

획·지휘·감독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지휘통제권을 약화시키고 방제업체의 소극 인 방제로 인하여 유류오

염의 피해가 확 되는 등 단히 요한 문제 을 야기할 수 있다

선지 제도의 도입으로 방제책임기 에 실질 인 방제지휘권을 부여하여 합리  장방제 지휘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효율  방제와 더불어 국가의 리 하에 보상률을 높이고 국가를 상 로 한 소송제기와 같은 

국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3  유류오염손 해  배·보상의 국 가 개입 경향

최근까지 각국 정부는 유류오염사고의 방, 사고 비․ 응, 사고원인조사, 환경복원 등 공 인 분야에는 

극 으로 여하여 왔으나 피해보상은 오염행 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의 민사상의 문제로 취 하여 배상  

보상과정에서 직 으로 여하지 않았다. 다만, 책임 약(CLC)  국제기 약(FC)등 련 국제 약의 채

택이나 비   국내법 제정 등에만 여하 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 역에 해 정부가 직  개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 허

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때 우리나라 정부는 재난피해지역을「재난  안 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자와 시설에 한 행정, 재정, 융, 세제상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008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한 특별법」에 국제기 의 한도 과 보상 에 한 

국가 지 , 국제기  사정액에 한 국가의 우선 지 , 국제기 의 사정지연시 생계자  우선 부지원 등

을 규정하여 오염원인자와 피해자간의 사  보상 계에 극 개입하 다. 이는 세한 개인 등 사고로 인한 생

계 곤란자에 한 긴 구제는 국가의 책무이며, 이와 연계하여 손해액의 일부에 한 정부의 선지  등도 불가

피하다는 인식을 보여 다.

외국에서도 1999년 랑스 에리카호(Erika)사고, 2002년 스페인 스티지호(Presitige)사고 등 형 기름유

출사고에 있어서 국가가 손해배상문제에 직·간 으로 여하 다(목진용, 2009). 랑스는 정부의 국제기 에 

한 정부청구권을 민간청구보다 후순 에 둔다는 선언을 함으로서 민간피해자들이 국제기 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 고, 국제기 이 승인한 피해사정액 범  내에서 폴마르기 (PORMAR Fund)7)을 통해 피해자

들에게 1,100만 운드(약 200억 원)를 긴 보상하고 피해청구권을 양도받았다.(이창희, 2010)

스페인은 유류오염피해와 련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청구권을 국가에서 취득을 제로 피

해자의 손해를 국가가 직  보상하 다. 

7) 폴마르 기 (Pollution and Maritime fund : PORMAR Fund) : 랑스는 1978년 발생한 아모코카디즈(Amoco 
Cadiz)호 사고 이후 유류오염사고 응을 폴마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해상계획과 육상계획으

로 구성되어 있다. 폴마르 기 은 환경부장 이 리하며, 폴마르 해상계획(POMAR Sea Plan)은 해양경찰청

이 집행한다. 구체 인 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가긴 방제계획에 의해 수행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

한다. i) 오염원 리비용, ii) 인력동원비용, iii) 환경보호기 , iv) 오염물질 수거, v) 민간기업이 실시한 방제작

업, vi) 손상된 장비 수리  교체 vii) 자원 사자 련비용, viii) 방제요원 인건비  방제작업 문가수당, 
ix) 구  운 비,  x) 외국장비 요청에 소요된 비용  비축기지에 없는 장비사용료, xi) 조류구조비용, xii) 
의료센터 운 비(목진용, 2009,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제도에 한 연구)



이와 같은 정부의 여는 근본 으로 국제기 의 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에 한 상당한 기간 소요, 사고 

기 세민의 생계문제 등 국제기  보상제도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선지 제도의 도입도 이러한 국제

인 국가개입 경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 . 선지 제도 도입 시  상되는 문제

방제비용 선지 제도의 도입은 방제의 효율성 하를 극복하고, 국제기 의 기 에 맞는 합리  장방제 지

휘감독을 구축하여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효과 인 응과 함께 보상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

나 선지 제도의 도입과 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 .1 타  배·보상비용과 방제비용과의 형평성 논란

방제비용 선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수산,  재산 등 타 분야의 손해 배·보상을 제외하고 방제비용만

을 선지 하는데 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산 등 타 분야의 경우도 신속· 정하게 보상되어야 하나 이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한 배·보상으

로, 피해 자체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제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주민방제인건비의 지 은 방제의 효율성을 

증 하고 오염사고에 한 사회 비용의 감소와 반비례 계에 있다는 에서 방제비용 선지 의 정당성을 찾

을 수 있다.

4 .2 국 가에 한 의존성 증가  도덕  해 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당시 피해주민들은 국제기 의 까다로운 손해배상기 에 맞추거나 오염원인자들과 

배상투쟁을 벌이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국가에 의존하는 략에 집 하 다(노진철, 2009).  선지 액

과 국제기  사정액 간의 차액을 환 하지 않는 경우 선지  된 액에 해 배상주체가 오염자가 아닌 납세자

인 국민이 된다는 비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지 제도가 히 운 된다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결과 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의 감

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목  하에 보완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3  선지 을 한 재원 조성문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도자체가 시행되기 어려우므로 방제비용 선지 을 한 재원마련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평상시에 해양경찰청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긴 방제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의 방제자 을 집행하거나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 리공단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작업 

·수탁 약에 의한 민간 탁 을 집행하여 방제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제비용 선지 을 이 같은 자 의 

산항목에 편성하여 비축하는 하는 것도 재원조성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형해양유류오

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규모의 재정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기에 1달간 걸

쳐 동원된 방제업체와 작업기간  방제작업 인원을 기 으로 계산하면 12.7일 ~ 12.31일까지 22개 방제업체에

서 투입한 13만 명의 방제인력에 해 남자 7만원, 여자 6만 5천원으로 책정하여 계산하는 경우 최소 4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운, 2012). 

4 .4  선지 제도 악용

방제작업에 참여한 인원  선박 등에 하여 행정기 이나 방제회사 등이 사실 계를 유효하게 악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방제 활동보다는 서류를 만드는데 방제업체의 인력과 힘을 투입함으로서 정작 실제 방

제 활동은 소홀해질 수 있으며 서류조작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도덕  해이를 방지하기 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산처리하고 철 히 업체들의 방제행정지도  



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 인력확보  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 .5  선지  비용과 국 제기 의 사 정 액 의 차 이 문제

P&I Club 는 국제기 의 지 액이 국가가 사정한 액을 과할 경우에 과된 액만 민간 방제업체나 

주민들에게 지 하면 된다. 반면에 P&I Club이나 국제기 의 지 액이 기 에서 지 된 액보다 을 경우에

는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인지 국가가 지불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5 . 방제비용 선지 제도 운 방안

5 .1 선지  상이 되는 사 고 의 규모  항목 등의 결정

선지 제도는 주로 형오염사고로서 역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량유출이 방제비용과 항상 정비례 계가 될 수 없으며 피해의 역성 여부는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추정피해액  국가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로 선지 제도를 용하는 경우 선지  상이 무 좁아지게 되

고, 형유류오염사고의 발생빈도 상 제도의 활용기회가 많지 않아 제도의 기술 인 부분이 다듬어질 기회가 

어 실제 용 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국제기 의 개입이 특별재해지역선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

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 비비 이외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지 상 용여부는 ① 재난  안 리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고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②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기  는 추가기 약의 용을 받는 해양오염사고, ③ 유류

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 약만을 용 받는 해양오염사고  해양경찰청장이 선지 의 필요

성이 있다고 단하는 사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2 지 상 방제비 항목 선정

방제활동에 투입되는 방제비용은 크게 방제인건비, 장비  자재비, 일반 리비  이윤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그  “방제인건비”의 세부구조를 살펴보면, ① 일용직 형태로 고용된 지역주민의 인건비(주민인건비), 

② 민간방제업체 직원의 인건비, ③ 직원의 숙박비, ④ 주민  직원의 산재․고용보험료 등이며, “방제장비 ”

란 지역주민이 소유한 선박, 트랙터, 차량 등 장비를 방제업체에 여해  가를 의미한다.

지 상 방제비 항목은 주민인건비, 업체비용, 일반 리비  이윤으로 하되 이러한 항목의 청구에 있어 방

제를 해 합리 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실체 계와 일치하는 서류구비가 요함을 알 수 있다. 

방제비용 체에 한 선지 을 100%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방제비용 항목 간에 우선순 를 정한다면 방

제인건비 즉 주민인건비가 1순 가 될 것이다.  피해주민의 생계비가 되는 인건비의 신속한 지   방제업체

의 정상 인 경 을 지원하기 해 방제인건비를 선지 을 한 국내사정 액 는 높은 비율로 지 할 할 필

요가 있다.

5 .3  국 내사 정 액  비 선지  지 률  설정

재와 같이 국제기  사정률이 낮을 경우 선지 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 주체인 국가의 입장에서 큰 부

담이 되며, 지나치게 낮출 경우 선지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구 할 수 없고 방제업체에게 국내사정과 국제

기  사정이라는 이 의 차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한 선지 률의 결정은 국제기  최종사정액이 선지 액보다 작을 경우 선지 부분만 청구할 것인지, 체 

청구권을  할 지와 연계되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방제비용 지 률을 방

제내용  업체에 따라 그 지 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 ② 사정총액의 50%를 설정하고, 방제 내용에 따라 차등

을 두어서 50%로 맞춰가는 방안, ③ 방제업체의 필요를 고려하여 자체사정한 주민인건비의 100%와 나머지 방

제비 일부를 선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③을 선택하여 도입 기에는 선지 률은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항목별로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어 주민인건비인 경우 자체사정액의 100%를 지 하고 나머지 항목에 

해서는 항목의 사정비율에 따라 선지 하는 것이다.

구조 으로 방제업체가 주민인건비를 임의로 지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지 제도의 도입목

 요한 부분임을 생각할 때, 100%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다. 방제비용은 일반 으로 

작업 동원 인원수, 어선, 차량 수 등이 비교  명확하게 악이 가능하여 지 률이 높다. 더 나아가 국내 으

로 타당한 지휘감독과 사정과정이 진행된다면 차후 국제기 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액이 생기더라도 이는 국

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5 .4  선지 을 한 재원 의 마련 방안  사 용방법

선지 제도를 수행하기 해서는 이를 한 재원의 확보가 필수 이다. 실 으로 소규모 유류 오염이 발생

할 경우에는 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제자 이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형오염사고 기에 

동원되는 주민 등 방제자원에 한 비용 선지 을 해 긴 방제자 을 해양환경 리공단에 탁운용하고 있

다. 

민간 탁 은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 리공단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작업 ․수탁 약에 의하여 민간

탁 은 해양환경 리공단 는 해양오염 방제업자에게 요청한 방제조치를 하면서 발생하는 방제비용을 지 할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규모의 이상의 유류오염 사고의 경우에는 긴  방제작업을 하는데 자 이 부

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제자 의 증액을 통해 효과 인 방제작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측할 수 없는 산 외의 지출 는 산 과지

출에 충당하기 하여 비비를 둘 수 있으며 국가재정법상 비비는 일반회계 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액을 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하여 필요한 때

에는 긴 재해구호  복구에 소요되는 액을 개산(槪算)하여 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재난  안

리기본법 제3조에 규정한 재난에 해당하는 규모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시 국가재정법 제22조, 제51조, 제52조

와 재난  안 리기본법 제20조의 피해상황보고를 기 로 하여 긴 재해구호  복구에 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의 지 을 해  비비 신청에서 배정까지 1달～3달이 소요되어 사고 기에 활용하기는 

실 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비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 산으로 선지 에 필요한 방제비용을 증액 편성하여 사용하거나, 선지

을 한 법 인 근거를 기 로 하여 산에 선지 을 한 자체 산을 편성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시 

소요되었던 방제비용을 기 으로 하여 선지 용으로 매해 할당된 산을 확보하여 일정액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회계연도내 사용 실 이 없을 경우 매년 이월 는 불용, 재편성을 해야 하는 어려

움이 있다.

  

6 . 방제지도사  제도 신설방안

6 .1 방제비용 선지 을 한 방제지도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방제비용 선지  제도의 도입될 경우 방제작업의 진행과 함께 방제작업비용의 신속하고도 합리 인 사정과 

지 을 하여 민간방제업체의 모든 방제작업 상황을 면 하게 악하고 매일매일 방제작업일보, 감독일지, 장

비일지, 자재소모일지 등 작성되는 서류의 확인, 방제작업에 동원되는 인원, 장비, 소모자재 수량 악과 함께 

합리 인 방제작업을 한 인원, 장비, 자재가 어떻게 동원, 사용되고 소모되는지를 악해야 한다.

실제 방제 장에서 문성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제방법  사정에 있어서 기 이 모호하게 되어 국

제기 의 사정 결과가 방제업체별로 많은 편차가 발생하기도 하 다. 

민사책임에 한 배상  보상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 책임의 인정 는 면책 주장 → 책임의 확정 → 

손해배상의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유류오염사고에서 신속한 배상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손해배상청

구 자체가 지연되는 것에서 기인한 바가 가정 크다. 손해배상청구와 그 청구액에 한 이의만 없으면 국제기



은 신속하게 보상 을 지 하게 되겠지만, 우선 피해자가 짧은 시간 내에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국제유류오염보상기 이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시 법 분쟁의 단계로 들

어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증자료의 완벽여부와 손해배상청구를 합법 ·논리 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가 신속한 보상의 핵심이다(정 석, 2010).

신속한 배·보상의 문제는 한 방제비용  어민피해에 한 평가  사정과 한 계가 있으며, 이의 담

당을 국가가 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목진용, 2009). 세한 민간방제 업체의 경우 방제작업, 주민인력 리 

 청구작업을 효과 으로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한 피해를 사정하는 기 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지역 피해

책 원회에서 손해를 한 사정인을 고용하여 사정하 으며 이들 사정을 근거로 하여 국제기 에 제출된 청구

에 하여 국제기  측에서는 다시 자체 사정을 하는 차를 진행하 다. 이러한 은 사정을 해 불필요한 

비용을 과다지출하게 되고  이들에 한 사정이 그 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에서 매우 비경

제 이라고 할 수 있다(신옥주, 2012).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에 있어 보상이 지연되었던 주요 원인  하나가 피해자 측과 국제기  측이 수행한 

피해액 산정 등 피해조사 결과의 격한 차이 다. 모든 민사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청구액을 무조건 수용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합법 이고 합리 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유류오염사

고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 아무런 비가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들이 짧

은 시간 내에 구나 수 할 수 있는 손해액을 청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고에 하

여 국가나 공공기 이 손해액을 과학 으로 입증하여 합법 ·합리 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배법 제53조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재 이에 

한 시행령은 존재하지 않는다.8)

 방제비용 선지 제도 운 에 있어 방제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통일 인 사정이  방제분야에 

있어 과학 으로 손해액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2 방제지도사 의 역할과 직무

방제지도사란 해양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사고 장에서 방제인력의 방제작업의 효율 인 지도 감독  선

지 을 한 방제실  검증을 지원하는 방제 문성과 방제비용 산정에 있어서의 문성을 가진자로 국가공인 방제지

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방제지도사는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제기 의 보

상기 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유류오염손해를 과학 으로 입증하고, 객 인 자료에 의해 합리 으로 유류오염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방제지도사 제도는 사정이 합리성을 부여하기 해 방제에 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장기 으로는 민간 사정업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방제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련 손해사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1 사고발생 시 방제업체와 주민 간 인력 방제방법에 한 갈등 재

사고 이후 투입되는 방제업체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재, 방제업체의 주민 리 지원, 안 교육 감독  방제방법 

달한다. 

6.2.2 방제감독  사정 원회의 지도하에 손해사정업무 수행

방제지도사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 합리 으로 방제가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며 손해 사정인들에게 제출될 청구  

증빙자료의 작성  검토를 지원하고 방제에 한 지식을 가지고 손해 사정을 수행한다. 장에서 동원주민, 직원, 사

8) 과거 유배법 시행령에서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행하는 

자의 요건을 규정하기도 했으나 1999년 4월 7일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박세민, 2011).



용장비수량을 검하여 방제작업일보(Daily Report), 장비  차량사용일지, 어선사용일지, 자재반입  사용일지 등의 

서류에 확인하는 작업은 방제지도사의 요한 역할이다. 방제지도사가 1차로 확인한 자료에 기해 비사정이 이루어

지며 최종검토는 사정 원회에서 수행한다. 선지  지 을 한 사정업무 수행은 수입과 지출에 한 합리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여 국제기  보상의 장기화 방  청구 액 비 보상 액이 감액 결정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구액

과 사정액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 한다.

6.2.3 사고발생 시 합동조사실시 주   증거자료의 수, 축 작업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유조선 선주측 상호책임보험사인 P&I Club과 국제기 이 공동으로 피해를 

조사하게 된다. 피해조사는 크게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사고원인과 반  피해범 를 조사하는 것이고, 2단계는 

개별피해자들의 보상청구에 한 타당성 조사이다. 피해조사는 실무상 P&I Club과 국제기 에서 공동으로 선임한 검

정인(Surveyor), 일종의 손해감정인들이 실시한다. 국제기 측은 보통 자신들이 고용한 손해검정인의 보고서를 바탕으

로 보상의 범 를 결정하고 있어 배․보상청구권자의 피해조사는 비용과 시간낭비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박세민, 

2011). 

방제지도사는 방제부문의 조사에 있어 피해자  검정인과 상호간의 인식차이를 좁히고 기본 인 정보를 공유하여 

긴 한 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합동조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양 당사자 측의 참가 문가에서 균형있게 의견을 개

진하고 그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자료의 신뢰성과 사정의 효율성이 높아져 보상

차에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류오염사고가 발생 시 방제와 증빙자료 마련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증빙자료의 마련도 방제활

동의 일부라는 인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방제비용을 선지  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의 주체가 되므로 

기부터 방제 황을 정확히 악하고 증거자료를 수, 축 해야 하며 방제지도사는 국제기 에서 선임한 검정인과 

함께 공동으로 손해의 조사, 피해액의 산정, 배상의 합의 차를 진행한다.

합동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방제지도사 주도로 실시되는 피해조사는 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방제지도사는 검정인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

인 자료를 충분히 축 한다. 

6.2.4. 사고 시 방제방법 교육  방제자원 운용

방제지도사는 기름유출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의 주체로 오염지역별로 가장 합한 방제기법 제시(동원인원

과 장비, 자재의 수량 등), 인건비  사용장비등의 단가를 합리 으로 감축하는 등 국제기 측에서 요구하는 

합리  방제방법에 한 방제작업의 타당성 평가, 민간 방제업체의 방제실 을 검증, 자원 사자에 한 방제 

지도 역할 수행한다. 

사고시 방제지도사는 국제기 의 피해보상 차에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제기 에서 허용가능한 손해의 

범 , 제출서류, 청구 차 등을 설명한 보상청구 매뉴얼 요약서 등을 배포하고 이를 교육하여 사 에 불필요한 

과다청구를 방지한다.

7 . 결 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당시 방제비용의 지 지연은 민간방제업체의 경 난  주민생계문제를 래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향후 형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기 의 보상한도 과액에 한 부분은 

추가기  가입  이 선체 유조선 시 로의 진입으로 기본 인 제도는 갖추어졌다고 단되지만 국제기 이 

개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긴 한 생계비  방제비 지 지연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  혼란을 경험한 이

상 국가는 이를 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제비용 선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있어 효과 인 사고 응과 더불어 사고피

해자의 에서 가장 실한 문제인 생계비를 일정부분 미리 지 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선박소유자의 보험사 사정 , 해양경찰청의 방제비, 해양환경 리공단



에서 리하고 있는 민간 탁 의 이자 등을 이용하여 방제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규모  규모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신속한 방제작업을 한 정 수 의 방제비용이 부족하며 이러한 행 유류오염 배상체

계가 안고 있는 구조 인 문제   유류오염손해보상의 국가  개입 경향 등을 살펴볼 때 신속하고 정당한 손

해 배·보상을 해 국가가 일정부분 개입하여 손해 배·보상 청구를 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방제비용 선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 운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차원에서의 방제  집

행에 해 확실한 보장과 정부의 방제기 을 확립하여 선지  제도를 히 운 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최소

화하고 사회  비용을 결과 으로 감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제비용 선지 제도는 랑스가 폴마르 기 을 통해 선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폴

마르 기 은 방제비용만을 한 기 이 아니라는 에서 방제비용만을 선지  하는 제도의 수립은 례가 없

었다고 볼 수 있다. 

방제비용의 선지 과 련하여 타 보상비용과의 형평성 문제와 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방제비용은 

피해발생의 확 를 지하는 활동으로서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그 효율성이 최우선 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는 에서 그 선지 의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방제비의 지 이 지연되는 것은 신속하고 체계

인 방제작업을 해할 뿐만 아니라 방제작업의 계획․지휘․감독을 담당하는 방제책임기 의 실제 인 지휘통

제권이 약화되고 방제업체의 소극 인 방제로 인하여 피해가 확 되는 등 문제 을 야기할 수 있다. , 국제기

 측의 손해 배․보상 차와 더불어 국가를 상 로 한 소송제기 등 국민갈등을 최소화하기 하여 국가에

서 선지  방안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

선지 제도는 주로 형유출사고로서 역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량유출이 방제비용과 항상 정비례 계가 될 수 없으며 형유류오염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감안

할 때, 선지 의 상은 따라서 선지  상 용여부는 재난  안 리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고에 해당하

는 해양오염사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기  는 추가기 약의 용을 받는 해양

오염사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 약만을 용 받는 해양오염사고  방제책임기 이 

선지 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하는 사고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게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를 통해 국제기 이 개입하지 않는 사고에 있어서도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류오염사고에 있어 장애요소

를 최소화하여 방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는 방제와 보상을 별개로 인식하여 방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보상 련 업무는 국토부가 담당하

여 왔으나 선지  리는 방제총 기 인 해양경찰청이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를 통해 선지 제도를 

방제체계의 일부로서 방제자원 리시스템 등 타 방제 련 업무와 연계하여 체계 으로 운 할 수 있다. 더 나

아가 해양경찰청은 선지 제도의 운 을 통해 방제지휘권을 실질 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방제비용 선지 권

은 해양유류오염유출사고 시 해양경찰청의 실질  지휘권행사의 핵심 인 부분이다.

해양경찰청이 먼  시행하고 긴 방제조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등 해역 리청 순차 으로 진행 산

확보  시행경험을 가지고 확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지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형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효율 인 인력배치, 안 사고 책  사후 리시

스템 구축을 해 해양오염 방제지도사 양성이 필요함도 살펴보았다. 방제지도사는 방제와 사정에 문성을 갖

춘 자들로 방제지도사 제도 운 을 통해 효율 인 방제방안을 제시하여 방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민간방제업체

들의 배·보상청구가 사정을 주 하는 국내 검정사에 일방 으로 의존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사정의 과정

을 신속히 진행하여 국제기 의 사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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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고온스  장치를 이용한 질유 열  이
                         김창운*․최규문*․한인용**․이효근***(제주해양경찰서)

요 약
 선박 좌   충돌로 인해 기 실 침수로 자체 발 기 가동이 불가하여 열장치를 가동하지 못 할 경우  
 재된 질유를 효과 으로 이 하기 한 질유 열 방식은 기식 열기를 투입하여 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이는 형 발 기 투입이 어렵고, 기의 경우 해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작업자의   
 안 과 문지식이 필요하여  사용상  제한성이  있어  이동식  소형  스 장치를  이용하여  선박내  재된   
 질유를 효과 으로 이 할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 국내  보유 질유 열 펌   열 장비 황

       

   - 해양환경 리공단 보유 고온․고압세척기를 이용한 질유 이 펌  set는 량으로 운반  이동이  
     힘들어 실제 사고 장 투입 애로  
   - 기식 열기는  성능   효율은  좋으나  3상  력사용으로 기 실  침수  등  력공  장애시  장   
     사용에 제한성이 따름

□ 이동식 고온스  장치를 이용한 질유 열  이 기술 개발

  고압스 세척기 셋트

   1) 크기(L× W× H) : 620mm × 500mm × 660mm 
   2) 량  재질 : 55㎏, 내부  외부 스테인 스 재질

  제 원
    - 입력 원 : 220V,80W(4A)[인버터 사용가능 제품]
    - 연 료 : 등유
    - 스 압력 : 8∼10㎏/㎠
    - 분사온도 : 90∼120℃
    - 열시간 : 5분 이내
    - 물 소비량 : 1000cc/h이내

□ 이동식  고온스  장치를 이용한 질유 열 실험

 - 실험  결과〕13.3℃상승(가동  온도  26.1℃ → 가동후  온도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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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선박에 공 쇄장치 용시 사회  비용 감소 추정
문정환(한국해양 학교 학원), 정 진, 권기생, 김진경(한국해양수산연수원)

The Estimation of Reducing Social Costs 

by Applying LSS(Liquid Spill Stopper) in Damaged Ship
J.H.Moon(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D.J.Jeong, K.S.Kwon, J.K.Kim(Korea Institute 

Maritime Fisheries and Technology)

요 약

 이 논문은 해상에서 선박이 충돌, 좌  등의 사고로 발생한 공  손에 의해 

기름 등의 해양오염물질 유출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공 쇄장치를 이용한 

방제수행을 통해 감소되는 사회  비용 추정에 한 논문이다.

  지난 2007년 발생한 HEBEI SPIRIT호에서 발생한 공의 유출시간, 유출량 등

을 통해 유출시간에 따른 유출량  신속하고 효율 으로 공 쇄에 따른 선박

내 잔류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용하여 사회  비용감소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공 쇄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될 때 약 11% 가량이 

더 유출되고, 공 쇄장치를 통해 약 30% 가량의 사회  비용이 감소되며 더욱이 

민감 해역에서는 사회  비용은 더욱 많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Keywords : Damaged Ship(손상된 선박), Oil Spill(기름유출),  

Liquid Spill Stopper( 공 쇄장치), Social Costs(사회  비용), 

1. 서 론

   바다에서 기름유출 등의 해양오염물질의 유출 사고에서 직 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출원인 공을 쇄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유출량과 침수, 침몰 등 선박의 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름유출 등의 해양오염사고에서 공 쇄장치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효율 인 방제 

활동을 함으로써 감할 수 있는 사회  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2. 구자석을 이용한 공 쇄장치

   공을 쇄하는데 사용하는 기존의 나무쇄기, 자석패드, 러그(plug) 등과 다르게 구자석을 이용한  

공 쇄장치는 고압형과 압형 2종류로 나뉜다. 고압형은 수두 5m 미만이거나 직경 300mm 후의 공에 

사용이 가능하며, 압형은 수두 2m 미만이거나 폭 5cm 이내의 길이 3m 미만의 선  열  공 등에 에 

사용할 수 있다.

Fig.1. High-pressure(left) and Low- pressure(right) 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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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  비용 추정

3.1 공별 평균유출시간  유출량과 쇄의 효율성

   지난 2007년 12월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유조선 Hebei Spirit호와 크 인 바지선 삼

성1호의 충돌로 인해 유조선 Hebei Spirit호의 좌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공이 발생하여 유조선

에 선 되어 있던 원유가 바로 유출되었다.(한국해양연구원[2008]) 이 선박의 5번 좌  화물탱크는 7일 12시 

00분경에, 3번 좌  화물탱크는 7일 16시 00분경에, 1번 좌  화물탱크는 다음날인 8일 23시 40분경에 각각 

화물유 유출이 최종 으로 멈추었으며 그사이에 모두 약 12,547㎘(약 10,900톤, 약 78,918배럴)의 원유가 유출

되었다.( 앙해양안 심 원) 이를 통해 탱크별 유출시간(유출종료시각-유출시작시각)을 추정하면  좌  1번 

화물유 탱크는 40시간 27분, 좌  3번 화물유 탱크는 9시간 30분(유출시작 7:30으로 추정), 좌  5번 화물유 

탱크는 4시간 40분(유출시작 7:30으로 추정)으로 공에 따른 평균유출시간은 18시간 9분((40h27m+ 

9h30m+4h40m)/3)으로 유출시간당 공별 평균유출량은 697.1㎘/hr(평균유출시간으로 18시간으로 계산)이다. 

   공별 평균유출량인 697.1㎘/hr에 하여 3시간 이내에 공 쇄가 가능하다면 2091.3㎘이 유출되어 총

유출량의 83.3%를 일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공 쇄가 가능하다면 94.4%의 유출량을 일 수 있다.

3.2 감소 가능한 사회  비용

   표 1은 2006～2009년 동안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공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이다. 총 74건의 해양 오염

사고  좌   충돌에 의해 발생한 공은 31건이다. 이  50cm 이내의 공이 15건으로 약 50%를 차지한다. 

Puncture size

(mm)

Ships 

(Initial  Goal)

Causes of puncture
Aground Collision Old age

Total 31(15) / 74 14 17 43 (58%)
100 >  5 / 36 0 5 31 (86%)
100～500 10 / 13 4 6 3 (23%)

500～1,000] 4 /  7 1 3 3 (43%)
> 1,000 6 /  9 3 3 3 (33%)
Others 6 /  9 6 0 3 (33%)

*source : Korea Coast Guard Research Institute(2006～2009)

Table 1. Oil spill by puncture

   우리나라 해역에서 좌   충돌에 의해 발생한 공으로부터 유출된 기름 등의 오염물질의 40%를 쇄

하기까지 약 3시간 가량이 소요될 경우 오염사고로 발생한 사회  비용을 약 30%가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감소 가능한 사회  비용(%) = 0.4 × 80                                                           - (1)

    0.4 = 고 쇄가능한 오염물질 유출사고 비율

    80 = 총 유출량  3시간 이내 공 쇄시 감소가능 비율

   서산지원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체 손해 액을 7,341억 4,383만 3,031원으로 결정했다.( 일보

[2013]) 그러나 3시간 이내에 공을 쇄했을 경우 2,202억 4,314만 9,909원을 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4 . 결 론

   모든 국가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에 한 방제활동(포집  제거)에만 념하는 가운데 큰 사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유출 기에 공을 쇄함에 따른 사회  비용을 감하고 환경 ․경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한 폐쇄된 해역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수 등의 민감 해역에서 용할 경우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사회  비용을 더 많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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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오염 방제장비 보유실태  국산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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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ual condition of the possession and localization rate of oil clean-up 

equipment

Duck Jong Jang(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n Chol Na(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Han Kyu Kim((Korea Coast Guard)

                                       요 약 
  해상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염사고의 형태나 규모,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한 
기능을 보유한 방제장비를 사용할 때 효율 인 방제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불시에 다양한 형태
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에 비하기 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방제장비가 충분히 상시 비되어야 한
다. 그러나 범용 이지 못한 해양오염방제장비 특성상 국내 방제기 이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는 외국
산 비율이 높고 특히 고가의 유회수기의 외산 의존율은 약 80%이상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에 따라 
방제장비 고장 시 부품공 이나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등이 원활하지 않는 등 유지 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민간기 의 해양오염방제장비 보유 황을 조사한 것으로, 이
를 통해 국내 방제장비 보유율과 구성비  이용 황, 외산 의존율 등을 분석하 고, 방제자원의 효율
인 운용방안  기술개발을 통한 방제장비의 국산화 필요성을 정책으로 제시하 다.

                                    ABSTRACT
  To perform clean-up operation efficiently when the marine pollution accident happens, the most 
optional clean-up equipment should be used considering the  pattern and size of pollution, and 
characteristics of accident place. Therefore, to prepare for accidents of marine pollution happening 
unexpectedly, varied clean-up equipment should be ready all the time. However, because on 
characteristic of clean-up equipment which is not universal, most of the current clean-up equipment 
that domestic organizations have is foreign-made, in particular, the dependency to foreign products of 
an oil skimmer is very high as more than 80%. Accordingly, there are difficulties in maintenance, for 
example, it is difficult to replace equipment when they are old or difficult to get spare parts when 
they are out of order. This study reviewed the holding condition of the clean-up equipment of nation 
and civil organizations. It also analyzed the possession rate, composition ratio, and utilization status of 
domestic clean-up equipment, and foreign equipment dependency rate, and proposed the necessity of 
the localization of clean-up equipment through efficient operation of clean-up resourc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Keywords : 해양오염(marine pollution), 방제(clean-up), 유회수기(oil skimmer), 방제자원(clean-up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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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방제기술 지원 방안 연구

이승환*†· 송 구* · 김상운*· 김석균*

*해양경찰청

A Study on Possible Measure for Technical Support 

of Shoreline Clean-up

Seung Hwan Lee*, Young Gu Song*, Sang Eun Lee* and Suk Kyoon Kim*

*Korea Coast Guard, Incheon 406-741, Korea

요 약

유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사고가 발생될 경우, 해양에서의 방제조치는 크게 해상방

제와 해안방제로 나 고 있다. 량의 기름이 일시에 유출될 경우, 유출된 기름은 

빠른 조류 등으로 인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가로 려오기 때문에 해상에

서 이를 부 회수하여 제거하기란 실 으로 곤란하다. 이 때문에 소량의 유출을 

제외한 부분의 해양오염사고에서는 유출된 기름의 해안 표착을 항상 염두해 두고 

방제조치에 임하고 있다. 그 지만 해안방제는 비교  단순한 해상방제에 비해 다

양한 해안 특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해안에서의 방제조

치 기간은 해상에 비해 매우 길고, 방제비용  피해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안의 이용률이 매우 높아, 오염사고 발생 시에 해양생물, 사업

시설, 항만, 수산  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 피해를 유발시켜, 극심한 경제  

피해와 생업 포기 등으로 사회  문제로 확 되곤 한다. 그러나 해안방제를 책임지

고 있는 할 지자체는 이에 응할 담조직이나 장비, 기술 등의 실질 인 방제

능력이 거의 무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량의 기름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범 한 해안에 부착될 경우, 각각의 해안을 장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응은 거

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안방제에 한 국가  차원의 응방안 마련이 으로 필요하

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방제총 기 으로서 지자체의 해안방제에 한 지원을 해 

다양한 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제비축기지 신축 

 방제물품 비축, 해안방제지원시스템 구축, 해안오염평가  구성․운 , 해안방제교

육 로그램 운  등 지자체에 방제장비․자재, 기술  인력 등 해안방제를 지원하

기 한 다양한 방안에 한 노력에 해 논하고자 한다.

Keywords : 기름유출사고, 해안방제, 방제비축기지, 해안방제지원시스템, 해안오염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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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igation 시스템 구축 기술 검토
이한진, 박병재, 박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Review of e-Navigation System Development Technology

H.J.Lee, B.J.Park, J.H.Park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재 국제해사기구(IMO)를 심으로 선박의 안 , 보안  해양환경 보호를 해 

선박  육상을 통합하는 자항법 체계인 e-Navigation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IMO의 추진 진행 과정을 따라 실제로 e-Navigation을 해

상에 구 하기 한 여러 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이 일부 보고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인 이런 로젝트들의 

e-Navigation 시스템 구축 내용을 기술 인 에서 정리하고 향후 국내에서 유

사한 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형태로 근하는 것이 한지 검토한다.

ABSTRACT

Currently,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s developing an 

e-Navigation strategy to bring about increased safety and security at sea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Especially, many countries in Europe are 

carrying out several projects to develop the e-navigation system in real sea 

according to the process that is being discussed in IMO.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systems developed on these projects are reviewed from a technical 

standpoint. And the proper method to perform similar domestic projects is 

examined.

Keywords : e-Navigation, CMDS, S-100, Data Communication(데

이터 통신), Protocol(통신 규약)

1. 서 론

e-Navigation은 해상에서의 안 , 보안  환경 보호를 목 으로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에 이르는 과정의 

항법  련 서비스 향상을 하여 자 인 수단에 의한 선박과 육상 련 정보의 조화로운 수집, 통합, 

교환, 표   분석하는 체계를(MSC85[2008]) 의미한다. 

이와 같은 e-Navigation에 한 논의는 2006년 IMO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재 2014년 략 이행 계획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완료를 목표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Table 1은 IMO에서 논의된 

2014년까지의 일정으로 2014년 e-Navigation 략 이행 계획의 최종 확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IMO의 e-Navigation 논의에 하여 가장 구체 으로 반응하고 있는 국가들은 부분 유럽에 있는 나라

들이다. 특히 덴마크, 스웨덴 등 발틱해 연안 국가들과 국 등 북해 연안 국가들이 주도 으로 진행하고 있

다. 이들 국가들은 몇몇 로젝트들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기 단계의 e-Navigation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

상에서 시험하는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 부처 간 의 기구인 CMTS(Committee on 

the Marine Transportation System) 주도 하에 e-Navigation Strategy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재 그에 

한 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에 있다.

기존의 일반 인 항법 시스템들과 달리 e-Navigation은 선박과 육상의 정보 공유와 공동의 활용을 제

로 한다. 즉 선박에 새로운 장비를 탑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 시스템 등을 포함한 육

상의 해양 련 정보 체계들의 개선과 통합을 동시에 요구한다. 따라서 최종 으로는 해상 교통 체계에 한 

국가 차원의 근과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 나라들이 인 해 있는 유럽에서는 국가 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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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부처 간 공동 의체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3 2014

Meetings
COMSAR

17

STW

44

MSC

92

NAV

59

COMSAR

18

STW

45

MSC

93

NAV

60

MSC

94

USER NEEDS

Overarching 

Architecture

Gap Analysis

C-B and risk 

analysis

Correspondence 

Group
final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2013

Intersessional WG

(to be decided)

updated 

outline

Correspondence 

Group
final adoption

Table 1 IMO's e-Navigation strategy overall plan (NAV57[2011])

본 논문에서는 구체 이고 종합 인 e-Navigation 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주로 유럽의 로젝트 내용들

을 바탕으로 기술 인 차원에서 어떠한 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 본 론

3. I M O   유럽의 e - N a v i g a t i o n  추진 황

우선 e-Navigation 시스템 구축과 련하여 e-Navaigation 련 통신 작업반에서 작성하여 IMO NAV 

57차 회의에 제안한 포 인 e-Navigation 아키텍처를 시작 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해당 구조는 Fig. 1과 

같다.

Fig. 1의 e-Navigation 기본 구조와 련하여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젝트들이 해당 구조를 어

떻게 구 하 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근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련하여 유럽에서 진행된 는 진행되고 있는 e-Navigation의 표 인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EfficienSea

- Efficient, Safe and Sustainable Traffic at Sea

- 2009.01 ∼ 2012.01

MonaLisa

- Motorways & Electronic Navigation by Intelligence at Sea

- 2010.09 ∼ 2013.12

ACCSEAS

- Accessibility for Shipping, Efficiency Advantages and Sustainability

- 2012/04 ∼ 2015.02

EfficienSea는 발틱해 구가들을 심으로 e-Navigation의 기본 인 개념들을 시험한 로젝트이며 

MonaLisa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선박의 항로 계획에 해 육상에서 극 으로 개입하는 개념을 시험하고 

있다. ACCSEAS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로젝트로 북해 주변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 에서도 이미 로젝트가 종료된 EfficienSea의 결과를 심으로 육상과 선박이 어떤 식으로 정

보를 공유하고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는지 기술 인 검토를 수행하 다.



Fig. 1 e-Navigation architecture of IMO (NAV57[2011])

3.1 Physical Links

IMO NAV 57차 회의에서 통신작업반이 제안한 포  e-Navigation 아키텍처에 따라 선박과 육상을 연

결하는 가장 기본 이어는 통신을 한 물리 인 연결이다. 이와 련하여 유럽에서 e-Navigation 련 해

상 시험을 실제로 수행한 EfficienSea의 사례를 보면 재 해상에서 어떤 형태의 통신을 e-Navigation에 고

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Fig. 2 Communication structure of EfficienSea (EfficienSea[2012])

 그림을 보면 실제로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에는 기존의 통 인 VHF 통신부터 시작해서, 이동 통신

(GSM), 성 통신 등 다양한 방법이 동시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선박이나 육상의 제 센터에서 

보면 통신 수단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최종 인터페이스는 이더넷 정확히는 인터넷 로토콜(IP, Internet 



Protocol)을 이용하여 통신망을 구성하 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신망과 별도로 AIS를 이용한 데이

터 교환은 계속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

선박과 육상의 통신 수단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크게는 기존의 통 인 무선 통신에 기반한 

수단과 근래에 극 도입되고 있는 성 통신으로 나  수 있다. 실제 어떤 통신 수단이 e-Navigation의 표

 수단이 될지는 IMO의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EfficienSea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통신 수단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지   세계 통신의 표 이 되다시피 한 인터넷을 물리 이 수단

의 최종 인터페이스 표 으로 한다면 굳이 통신 수단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 인 

무선 통신을 표 으로 한다면 IP를 용하기 에 좀 더 Low-Level에서의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

고 통신 장비 설치를 어떻게 의무화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시스템 체 인 에서는 e-Navigation 

시험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통신 수단이 큰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단된다.

덧붙여서 AIS 등과 같이 기존에 이미 데이터 교환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 체계는 그 호환성을 계속 가져

갈 것으로 보인다.

3.2 Functional Links

e-Navigation 아키텍처의 두 번째 이어는 선박의 e-Navigation 장비와 육상의 제 센터 간에 각 기능

별 연결을 정의한다. 앞 에서 설명한 인터넷 로토콜도 엄 한 의미에서는 시스템 간의 데이터 통신 인터

페이스를 정의하는 Functional Link에 해당하지만 이 에서는 좀 더 세분화하여 e-Navigation에서 활용하고

자 하는 각각의 정보들에 한 제일 상  벨에서의 통신 규약을 검토하고자 한다.

 재 e-Navigation 해상 시험을 진행한 EfficienSes의 경우 선박과 육상 간에 교환하는 데이터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한다.

항 목 통신 수단 데이터 교환 형식

Maritime Safety Information 

(MSI)
인터넷 XML

Meteorology and Oceanography 

(METOC)
인터넷 XML

Route Exchange 인터넷, AIS XML, AIS msg

No-Go Area 인터넷 XML

Table 2 Items of Functional Links (e-Navigation Enhanced INS)

 표를 보면 재 선박과 육상 사이에 오고가는 정보는 해상 안 에 계된 사항 (MSI), 기상 정보 

(METOC), 항로 계획, 통항 지 구역 등임을 알 수 있다. 기본 으로 앞 에서 설명한 물리 인 통신 장비

를 이용하여 육상과 인터넷 연결을 하고 이러한 정보들과 련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 때 모든 데이터는 

XML 형식을 이용하여 교환한다. 

유일하게 항로 계획 교환(Route Exchange)에 AIS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선박과의 정보 

교환을 해서이다. AIS의 일반 Binary 메시지를 달할 수 있는 메시지 형식 6번과 8번을 이용하여 육상의 

제 센터  주변 선박에게 재 자신의 항해 계획을 달한다.  반 로 다른 선박이 송하는 항로 계획 

정보도 수신한다. 이는 다른 선박의 조종 의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험을 이기 하 조치이

다.

EfficienSea에서는 항로 계획이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MonaLisa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상 제 센터에서 수심 등의 해양 정보  다른 선박들의 항로 계획까지 고려하여 안 하고 효율

인 항로를 선박에 제안하는 기능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로젝트가 같은 지역에서 차례 로 진행된 

계로 EfficienSea의 최근 결과를 보면 MonaLisa 로젝트의 육상 서버와 통신하기 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어 든 다음 는 EfficienSea에서 사용한 METOC 정보 교환 시의 XML 데이터로 데이터 교환 시의 형

식을 짐작할 수 있다.



항 목 XML Data Sample

METOC Request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metocForecastRequest>
    <mmsi>999999999</mmsi>
    <dataTypes>SE</dataTypes>
    <dataTypes>CU</dataTypes>
    <dataTypes>WA</dataTypes>
    <dataTypes>WI</dataTypes>
    <dataTypes>DE</dataTypes>
    <dt>15</dt>
    <waypoints>
        <eta>2013-02-18T18:40:56.000+01:00</eta>
        <heading>RL</heading>
        <lat>55.70816666666666</lat>
        <lon>12.6115</lon>
    </waypoints>
    <waypoints>
        <eta>2013-02-18T18:50:56.000+01:00</eta>
        <heading>RL</heading>
        <lat>55.725183333333334</lat>
        <lon>12.648666666666667</lon>
    </waypoints>
</metocForecastRequest>

METOC Response

<metocForecastResponse>
  <shoreMmsi>0</shoreMmsi>
  <errorCode>0</errorCode>
  <metocForecast>
    <created>2013-02-18T06:44:45.870+01:00</created>
    <forecasts>
      <lat>55.7082</lat>
      <lon>12.6115</lon>
      <time>2013-02-18T18:40:00+01:00</time>
      <expires>2013-02-17T15:00:00+01:00</expires>
      <windSpeed>
        <forecast>6.74256</forecast>
        <min>5.58903</min>
        <max>7.89609</max>
      </windSpeed>
      <windDirection>
        <forecast>270.0</forecast>
        <min>267.0</min>
        <max>273.0</max>
      </windDirection>
    </forecasts>
    <forecasts>...</forecasts>
  </metocForecast>
</metocForecastResponse>

Table 3 Sample of METOC data exchage (e-Navigation Shore Services)

 표를 보면 기본 인 정보 교환은 선박 쪽에서의 요청과 그에 한 육상 제 센터의 응답으로 이루어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선박이 진행하고자 하는 Waypoint 정보를 보내고 그 지 에 한 정보를 수신

함을 알 수 있다. METOC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한  테이블에서는 알 수 없지만 주고받는 XML 형식을 정의한 스키마 문서를 보면 특별한 XML 문

서 형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지 해당 로젝트에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형식을 자체 으

로 정의하여 활용한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교환 는 장 형식에 해서는 다음 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3 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CMDS)

IMO의 아키텍처를 보면 선박과 육상의 시스템들이 CMDS라고 하는 커다란 기반 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MDS는 해양환경의 각종 요소들을 나타내는 추상 인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처음 

논의가 시작되는 개념으로 앞으로 구체 인 발 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이와 련하여 COMSAR 15 (2011.03.07∼11) 회의에서 IHO에서 자해도  해양 지리 정보의 차



세  표 으로 제시한 S-100을 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한 기본 임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있다. 따라서 좀 더 논의를 진행시켜야 하겠지만 CMDS를 한 기본 임으로 S-100을 활용하는 것이  

시 에서는 가장 타당한 근으로 단된다.

여기서 IHO S-100의 여러 특징들  e-Navigation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항목들을 우선 검토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IHO S-100 특징 (S-100[2010], Bothien[2012])

- Imagery and gridded data

- 3D and time-varying data

- Plug-and-play updating

- Geospatial information registry

- Available encoding standard : ISO/IEC 8211, GML, XML, GeoTIFF, HDF-5, JPEG2000 등

IHO의 S-100은 이미지 정보나 그리드 형태의 정보를 다룰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 시스템에서 읽을 수 있는 feature catalogue나 portrayal catalogue를 작성하도록 

하여 Plug-and-play 기능을 기본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 정보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IHO S-100은 encoding 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에서 

encoding 기 으로 든 방식들은 단지 사용 가능함을 의미하며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용 가능하다. 

목 에 맞게 한 encoding 규칙들을 용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은 XML이나 XML에 기반한 지리 정보 표  방식인 GML이  시 에서 사용 가

능한 encoding 방식이라는 이며 따라서 EfficienSea  MonaLisa에서 선박과 육상 간에 데이터 교환에 사

용한 XML 방식을 S-100 기 에 맞게 좀 더 정리하면 CMDS라는 체 인 임 에서 데이터를 통일성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이다.

선박용 시스템이나 육상의 제용 시스템이나 이제는 모두 자해도를 기본 표시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자해도 상에 각종 안내 정보나 험 정보, 항해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 인 근 방식이다. 향후 

미래의 자해도는 S-100에 기 한 S-101로 제작되어 배포될 것이며 두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도 S-100

에 기 한 XML 등의 encoding 방식을 사용한다면 기본 인 시스템 데이터가 모두 CMDS 임 상에서 처

리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해도 뿐만 아니라 상세 해  지형, 기상 정보 등 제 센터에서 다루는 

정보들의 형식까지 포함된다.

3.4 Operational Service

e-Navigation 아키텍처의 마지막 이어는 Operational Service이다. 물리 인, 기술 인 데이터 교환에 

한 표 이 정립되면 최종 으로 어떤 UI(User Interface)를 가지고 정보를 표시할 것이며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지,  어떤 차로 선박과 육상 간의 력을 수행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아주 단 인 로 EfficienSea의 선박용 시스템 실행 화면을 보면 재 구  인 기능들을 알 수 있다. 

Fig. 3은 MSI와 METOC 정보를 표시한 선박용 시스템 화면이다.

그림에서 보면 계획된 항로를 따라 바람  조류 등의 정보가 표시되고 있으며 주변 항해 안  정보가 

MSI 기호로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 인 인터페이스는 단순하다. Fig. 4는 MSI 정보를 표시하는 

테이블을 표시했을 때의 화면이다. 안 에 련된 기본 인 메시지와 치, 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아직 선박과 제센터 간의 정보 교환에 기반해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며 제 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해서는 자세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재에도 IMO에서 격차 분석이라는 이

름으로 사용자의 요구 사항과 재의 기술로 서비스 가능한 부분에 한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능한 

요구 사항들에 한 구체 인 구 이 이루어지고 련된 데이터가 축 이 되어야 좀 더 실 인 결과를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IMO의 e-Navigation 략 이행 계획 수립이 2014년 종료되고 본격 이 구  단계로 들어서면 이 부분에 

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구체 으로 어떤 형태로 시스템 상에 구 할

지에 해서는 인간 공학 인 측면, 효율성 측면 등 다양한 검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한 시험 

시스템 구축부터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Fig. 3 Screen capture of EfficienSea onboard system (e-Navigation Enhanced INS)

Fig. 4 MSI display screen (e-Navigation Enhanced INS)

4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MO의 e-Navigation 아키텍처에 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진행 인 련 

로젝트들의 결과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구  결과만을 보면  시 에서 선박에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상 정보  항해 안

 정보를 육상으로부터 서비스 받고 있으며 항로 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통신 

로토콜에 한 국제 표 이 정리되지 않은 계로 XML 기반으로 통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표 으

로 완 하게 정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IMO에서도 CMDS라는 이름으로 육상과 선박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의 구조에 한 통일성을 고려하

고 있기는 하지만 IHO의 S-100을 기본 임으로 채택한다는 결정 사항 외에 구체 인 진행은 아직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국내에서 e-Navigation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

의  세계 표 이 되다시피 한 XML 는 유사한 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은 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한 IMO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통신에 계된 물리 인 연결과 기능 인 연결을 분리하면 향후 통신 기술 

발 에 따른 효과를 히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CMDS를 고려해야 하며 향

후 S-100을 기 으로 논의가 개된다고 보면 시스템 아키텍처 는 로토콜을 설계할 때 S-100의 메타 

데이터 표 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e-Navigation 략 이행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실제 인 표 화된 구 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련 표 이 정리되는 단계에 있어서도 해상 교통  환경과 련된 국가 규

모의 데이터 교환  표 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조  연결성 뿐만 아

니라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차 등에 해서도 충분한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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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 제 리행정 선진화 방안

이춘재* (해양경찰청)

A Study on the Advanced management administration of Vessel Traffic 

Service

 
Choon-Jae Lee

요 약

해상에서의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는 선박피해는 물론 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환경재

앙을 래하는 등 소 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피해를 이기 

해 세계 각국은 항만  연안해역 등 선박교통량이 폭주하거나 항행여건이 불리한 해역에서 운항 인 

선박에 한 안 운항  법항행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시 이들 선박의 통항을 지도 리하며, 항행안

정보의 제공을 통해 선박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과 선박의 안   해양환경 보

호를 목 으로 해상교통 제서비스(VTS, Vessel Traffic Service) 제도를 운 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해상안 리체제는 항만과 그 주변해역을 하나의 선박교통 리 공간으로 통합 리하는 

국제 인 추세와는 달리, 항만과 연안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 이 별도 리하고 있다. 항만내의 교통

질서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항계외는 해사안 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로인해 항만 입·출항 선박간 는 입·출항 선박과 연안해역 항행선박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사고

를 효과 으로 방지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우리나라의 VTS 리체계의 실태와 문제 을 분석해보고, 국 인 통합해상교통 제

시스템 부재와 제주체의 2원화로 인해 래되는 국민 불편  산 낭비요인 등을 살펴보고, VTS 운

의 근본목 인 해양사고 방에 필요한 통합 제시스템 구축 방안, 부처간 업무 조정 방안 등 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Keywords : 해상교통 제, 항만 제, 해양사고, VTS, 항만VTS, 연안VTS 

†author : 이춘재, cjluu1@empal.com, 032-835-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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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물성특성 실험  분석
강정원, 김선형, 신병수, 강성신 (고려 학교)

요 약
 CCS 과정에서 포집된 CO2 내에는 물, N2, SO2, NO와 같은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CO2의 수송 장 조건이 상 으로 낮은 온도, 높은 압력일 경우 
가스 하이드 이트를 생성하여  막힘 상과 같은 문제를 래할 수 있다. 
N2 불순물이 CO2에 포함되어 있을 때 하이드 이트 상평형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많은 문헌자료가 있는 반면에, SO2와 NO 불순물의 향에 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과량의 CO2에 불순물로써 포
함된 NO가 하이드 이트 상평형에 미치는 향에 해서 실험 으로 측정하
고, 격자상태방정식을 이용한 모델을 통해 측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델개발을 

해서는 NO 하이드 이트 데이터가 필요하나 문헌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기
존의 측정방법이 평형에 도달하기 해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단 을 해결하기 

해 Quarz Crystal Microbalance (QCM) 실험장치를 도입하여 하이드 이트 
상평형 측정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 한 batch 타입의 하이드 이트 상평형 
데이터 외에 불순물이 포함된 액화 CO2 흐름공정에서의 하이드 이트 형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하이드 이트 문제의 근본  원인인 물의 
한계함유량에 한 기 치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 라인에서 하이드 이트 
생성량에 따른 압력강하 향을 단하는 것이 요하여  막힘 상을 사
에 측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하기 해 내 액체 CO2 흐름공정에서 물의 양
에 따른 하이드 이트 부피분율을 계산하고, 그 양에 따른 압력강하 상을 측
정하 으며, effective factor를 고려한 실제 하이드 이트 부피를 이용하여 수
학  모델을 정립하 다. 

Ke y wo r ds  : CO2 hydrate, NO hydrate, Pressure drop, Flow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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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수송  안 성 확보를 한 괴기작 연구
정정열, 허철, 강성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 록, 이성 ( 앙 학교)

Study on the Fracture Propagation of CO2 Pipeline
         J.Y.Jung, C.Huh, S.G.Kang (KIOST), H.R.Gwon, S.H.Lee (Chun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불순물이 함유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송 의 괴기작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기 수송 압력, 온도,  불순물의 종류  농도에 따
른 노출 이산화탄소의 포화압력 측  이에 따른 수송 의 괴기작 특성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기 수송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는 낮을수록 출 이
산화탄소의 포화압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 질소, 메탄, 질소와 메탄
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경우, 출 이산화탄소의 포화압력을 높임으로
써 이산화탄소 수송 의 괴 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실시될 해양CCS 실증을 한 이산화탄소 수송 을 안
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fracture propagation of CO2 pipeline in 
terms of its safety was investigated. The saturation pressure of CO2 stream 
during leakage is affected by its initial temperature and pressure as well as 
impurities. To prevent the fracture propagation of CO2 pipeline, the 
saturation pressure of CO2 stream should be lowered. Relatively high 
pressure and low temperature of the CO2 stream can reduce its saturation 
pressure during leakage while the impurities such as nitrogen, methane 
increase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afety of CO2 pipeline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demonstration can be achieved.        
      

Keywords : CCS(이산화탄소 포집, 장), Fracture Propagation
( 괴 ), Impurity(불순물), Pressure(압력), Saturation 
Pressure(포화압력), Temperature(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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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S 사업에서 CO2 배 수송 기술개발 방향

                         김우식, 김 표, 김호연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Research Needs of CO2 pipeline Transport in CCS

                  Woosik Kim, Youngpyo Kim, Hoyeon Kim (KOGAS R&D Center)

                 

 요 약

  CCS 사업  발생원에서 포집, 정제된 CO2는 한 치에 장되기 해 

수송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송비용은 장 치가 육상 는 1000km이내의 

해양이라면 배 이 가장 효과 인 방안이다. 다양한 발생원에서 장장소까지 

운반하는 규모 배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인구 집지역에서 배 안  확보

를 미리 검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우선 다양한 CO2 조성에 따른 유체거동 변화 악, 배 부식  괴거동 분

석, CO2 배   압축기지 설계기  수립과 최  수송배  네트워크 제시가 필

요하다. 한 CO2 수송배  국내규격 확립, 배 재료 선택, 시공 후 모니터링 

등을 거쳐 안 하고 효율 인 CO2 배 수송기술을 국내에서 자체 으로 확보

해야 한다. 

ABSTRACT

  In CCS projects, the captured CO2 in source site should be transported to 

a proper storage location. If the storage location is the land or within 

1000km of marine, pipeline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in terms of 

transportation costs. A large pipeline network transported from a variety of 

sources to the storage area is neede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validation 

the CO2 pipeline to ensure safety in the densely populated area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luid behavior changes in accordance with 

various CO2 compositions, pipeline corrosion, and fracture behavior. Also, it 

is need the technical standards for the base design of the CO2 pipeline and 

compression and optimal transportation pipeline network in domestic.

 we have plan the research to ensure the safe and efficient transport of 

CO2 pipelin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tandards for CO2 

transport pipeline, pipeline material selection, and pipeline monitoring method 

in domestic itself.

  Keywords: CO2 pipelinel(이산화탄소 배 ), Transport (수송), Safety(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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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수송선의 CO2 유출 험도 분석
신명수, 박범진, 기민석, 이경 , 정정열(한국해양과학기술원)

CO2 Leak Risk Assessment of CO2 Carriers

M. S. Shin, B. J. Park, M. S. Ki, G. J. Lee, J.-Y. Jung(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해양 지  장을 한 CO2 운송수단으로는 주로 이 라인 는 CO2 수송선이 사용된다. 이 라인을 통한 CO2 

이송은 재 세계 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단으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지만 CO2 수송선을 이용한 이

송은 재 거의 사용된 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CO2 수송선을 이용한 CO2 이송시 발생 가능한 험 요소에 

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기존에 수행된 CO2 수송선의 험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CO2 장용기에서 CO2

가 유출되는 것이 주요 험요소  하나로 식별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2 유출로 인한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유출된 CO2는 크게 두 가지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CO2의 농도 상승으로 인한 cargo hold내 선

원의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CO2가 기화되면서 발생하는 극 온은 선체 내벽의 강도 하를 

야기 할 수 있다. 이에 한 향을 분석하기 해 우선 DNV Phast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공 크기별 유출된 

CO2의 양을 측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FDS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유출된 CO2로 인한 cargo hold 내 CO2 

농동 변화와 내벽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공 크기에 따라 질식 사고와 온도 하로 인한 선체 내

벽의 강도 하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re are many means to transport captured carbon dioxide to sequestration sites, but for marine geological 

storage sites such as deep sea saline aquifer, two primary means of transportation are pipelines and CO2 

carriers. While transportation of liquefied gas through pipelines is already widely used and proven technology, 

CO2 carriers has not yet been used, except for a very few cases, where CO2 is transported in very small 

quantity to be used as a food additive. Therefore, due to very limited experience of CO2 carriers, risk of 

transporting CO2 by ship is not well known. Previous hazard identification study has identified CO2 leak from 

storage bottle inside the cargo hold of CO2 carrier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hazards.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the consequence of CO2 leak in CO2 carriers. CO2 leak can obviously cause 

asphyxiation when released if crew are working nearby in under ventilated condition. It can also cause adverse 

effects on ship structures as low temperature of evaporated CO2 can increase brittleness of steel structure 

inside the CO2 carrier. For the analysis, the leaked amount of CO2 is calculated using the discharge model of 

DNV Phast software, and the volume fraction of CO2 after leak in cargo hold and temperature difference of 

steel structure are calculated using FDS, a CFD software. The results show that asphyxiation and structural 

damage is both possible under certain leak conditions.

K e y w o r d s  : CO2 carriers(CO2 수송선), CO2 leak(CO2 유출), Risk Analysis( 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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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용 CCS를 한 체인 생산가용도 추산
서  균, 장   (한국과학기술원)

Estimation of Chain Production Availability for Ship-based CCS
Y.K.Seo, D.J.Cha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선박이용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체인의 가용도를 추산하기 해, 추산에 필
요한 요소들의 값을 정의하 고, 체인 가용도를 추산하여 최 의 설계변수들을 제안하 다. 우리나라에 선
박이용 CCS 체인을 도입할 경우, 선박의 사이즈, 장탱크의 사이즈와 같은 설계변수들이 최 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CS 체인의 포집원으로 보령화력발 소, 장소로는 울릉분지 남쪽을 선택하 다. 
CCS 체인을 6개의 모듈로 구성하 고, 각각의 모듈에 해 자세히 나타내었다. 액화모듈에서는 액화 을 
삼  근처로 결정하 고, 액화설비와 장탱크의 설치를 해 바지의 개념을 도입하 다. 가용도 추산을 
해 Monte Carlo Simulation (MCS) 방법론을 선택하 고, MCS를 기반으로 하는 상용 툴을 사용하여 시

뮬 이션 하 다. 태풍에 의한 선박 운항 단, 배의 고유의 고장과 같이 체인의 가용도 추산을 해 필요
한 요소들은 확률분포 함수를 사용하여 정의하 다. 가용도 추산의 결과 체인의 가용도는 장탱크의 사
이즈에 크게 향을 받았다. 체인 가용도의 결과가 장탱크 사이즈 증가에 선형 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

문에, 비용-이익 분석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Keywords : Production Availability (생산가용도), Carbon Capture and Storage(이산화탄소 포집  

장), Ship-based (선박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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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fluid flow and heat transfer in liquid CO2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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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fluid flow and heat transfer in liquid CO2 injection

Cheol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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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CCS Research Unit,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MOERI),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Daejeon 305-343, Republic of Korea

요  약

To reduce carbon dioxide, geological injection is carried out around the world. The 

injection and storage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global society.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ndled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transport 

and injection.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liquid carbon dioxide injection. Generally, the density of liquid state is higher than 

that of supercritical state. That makes it easy to handle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On the other hand, injection of liquid carbon dioxide should overcome 

some complex challenges. In this study fluid flow and heat transfer of liquid carbon 

dioxide injection was numerically analyzed.

keyword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이산화탄소 포집  장), CO2 

injection(CO2 주입), CO2 transport(CO2 수송), liquid CO2(액체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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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계 CO2 해상 주입 공정 설계

고민수, 박건 , 최성열, 한 희, 인세환 (삼성 공업) 

            Design of CO2 Offshore Injection Process by Ship 

                  M.S.Ko, K.Y.Park, S.R.Choi, J.H,Han, S.W.In (Samsung Heavy Industries)

요 약 

한국의 화력발전소는 거의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지중저장소도 근해에 

위치해 있다. CO2 수송이 파이프라인 수송보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에서 

직접 주입되어야 한다. 선박 직접 주입의 가장 단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입 단속 및 

기후 환경에 가동률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의 해결책으로 여러 대의 운반선을 셔틀화하

는 것이다. 셔틀화는 육상의 임시 저장탱크 크기와 수의 감소, 해상 측정 장비의 동력 

공급 및 관리, 해상 플랫폼의 간략화 등 많은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실증 사업 이후 대

용량 주입을 위해 변경설계 시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선박에서 CO2 해상 직접 주

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째는 선박에서 Riser를 통해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에 걸쳐 주입하는 것이다. CCS의 일련의 과정인 포집공정, 가압 및 

액화공정, 수송, 및 저장까지의 설계에 대한 경계조건 및 설계에 대한 사양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연구된 사항들을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향후 어떤 자료들이 설계에서 요

구되는지를 기술하였다.

ABSTRACT

A coal fired power plant in South Korea almost always located adjacent seas, 

the underground storage is located offshore. CO2 must be injected directedly 

from the ship so that CO2 carrior ensure the economics in comparison with 

pipeline transporation. The direct injection form ship should cope with some 

difficulties such as discontinuity in injection process and availability in severe 

climatic environment. The solutions to some problems are to make the CO2 

carriers shuttled. The shuttle has many advantages,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size and number of CO2 storage tank, power supply and management of 

maritime measurement equipment, and offshore platform's simplification. After 

the demonstration project, direct injection by ship enables us to allow to 

change design quickly for large commercial project. There are two ways in 

offshore CO2 injection from ship, the first is injected directly through the 

Riser, and the second is injected across platforms. In this study,  We have 

organized the battery limits and the design criteria for the course of a series 

of CCS such as capture process, compression and liquefaction, transportation, 

and storage as well as described the design requirements.

K eyword s : CO2(이산화탄소), offshore Injection(해상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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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이 라인 수송 설계  비용 계산에 한 연구
강 구, 허철, 강성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 Study on the Least Cost Pipeline Design for CO2 Transport
K.Kang, C.Huh, S.G. Kang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CO2를 이 라인을 통해서 수송할 때, 최소의 비용이 드는 

이 라인 직경, 두께, 재질, 압력조건 등을 계산하는데 있다. 상 구간은 보

령화력발 소에서 울릉분지로 내륙 470 km, 해상 60 km 구간이다. CO2 수송량

을 1 MtCO2/year, 3 MtCO2/year 로 가정한 후 계산하 다. 이  직경은 

이  공사비와 수두 손실에 가장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직경 별로 

최 의 재료  두께를 구한 뒤, 최소 비용을 나타내는 직경을 선정하 다. 표

 이 의 직경은 150 mm 이상인 경우 50 mm 씩 증가하기 때문에, 150 

mm~500 mm의 직경 범 를 가지는 이 의 직경을 50mm 씩 증가시키면서 

계산하 다. 1 MtCO2/year의 경우, API X52, Schedule 20, DN 200 mm 이

가 최소 비용을 보 고, 이 경우 필요한 Booster의 개수는 3개이다. 부스터 

설치 구간 별 압력차는 5.59 MPa 이다. 포집량이 3 MtCO2/year의 경우 API 

X70, Schedule 20, DN 350 mm 이  일 때 최소비용을 나타냈고, 이 경우 

필요한 부스터의 개수는 1개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estimates the least cost CO2 pipeline design for CCS project. 

Key design factors are diameter, thickness, and material of pipeline, and 

pressure conditions. The assumed pipeline route is from Boryeong Power 

Plant to Ulleung Basin. In this route, the onshore and the offshore pipeline 

lengths are 470 km and 60 km, respectively. We assume two CO2 

transportation rates, namely 1 MtCO2/year and 3 MtCO2/year. Since the pipe 

diameter has a biggest impact on the cost of pipeline material and 

construction, and pressure loss in pipe, the least cost pipe thickness and 

material are investigated first for each of pipe diameters, and then the 

pipeline diameter that shows minimum cost is selected as an optimum 

pipeline diameter. The pipe diameters in this study range from 150 mm to 

500 mm in 50 mm steps to match the standard pipe size. For 1 MtCO2/year 

CO2 transport rate, the Diameter Nominal (DN) 200 mm, API X52, Schedule 

20, carbon steel pipe shows minimum cost. In this case, 3 boosters are 

required and pressure drops between boosters are 5.59 MPa. For 3 

MtCO2/year CO2 transport ratee, DN 350 mm, API 5L X70, Schedule 20 pipe 

shows minimum cost and the required number of booster is one. 

Keywords : 이산화탄소 수송 (CO2 Transport), 비용 (Cost), 
이 라인(Pipeline), 이  직경 (Pipe Diameter), 압축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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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지 장을 한 지오메카닉스  지구화학  모델링

이재원, 정진안, 민기복, 조희찬 (서울 학교 에 지자원공학과)

요 약

 심부 류층에 CO2 주입으로인한 간극수압 증가는 류층 혹은 덮개암에서의 

유효응력의 크기를 감소시키게 된다. 유효응력의 변화는 균열의 미끄러짐을 유

발시켜 미소지진 (microseismicity)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덮개암의 투수율을 

증가시켜 CO2 의 출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한 CO2는 산성가스로 물에 용해 

시 pH 를 감소, 주  암반암을 용해시켜 투수성을 증가시키는 등 주변 지역의 

물리, 화학  특성에 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화학 작용을 통해 장

안 성  주변 환경 등에 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CO2 지 장의 안

성 확보를 해서는 지오메카닉스  지구화학  반응에 한 신뢰성 있는 

측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O2 출 가능성  미소지진 발생 가능성

을 분석하기 해 , 가상의 류층 모델에 한 열-수리-역학  연동 수치해석

을 TOUGH-FLAC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계산된 유효응력의 분

포를 이용하여 확률론  해석 방법을 실시하여 리면 단 괴 확률을 계산

하 다. 한  임계CO2에 해 반응이송모델을 염수층(사암층)과 덮개암층

(셰일층)으로 이루어진 다 층을 상으로 지구화학  해석을 실시하 으며, 30

년간의 임계 CO2 주입 이후 5000년간의 지구화학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산

화탄소 지 장 시 CO2 주입에 의한 간극 수압의 증가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면 단 괴 확률이 증가하 으며, 체 으로 수직 응력과 수평 응

력의 차이가 클수록 단 괴 확률이 증가하 다. 한 1000년 이후로는 물

화에 의해 주입된 CO2의 포획이 주로 일어났으며 ankerite로의 물화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물화는 주로 덮개암층인 셰일층의 하부에서 일어났다. CO2의 

주입에 따른 pH의 감소로 인해 calcite의 용해가 일어났으며 주입정 주변에서 

용해에 의한 투수율, 공극률 변화는 용해/ 물화의 상쇄효과로 인해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상부 염수층에서의 이온변화를 살펴본 결과 주입 후 임계 

CO2의 이동이 있기 에 H+, HCO3
-, Fe2+, Mg2+이온의 농도변화를 확인하 으

며, CO2 이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지표 이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

로 단된다. 

Keywords : 이산화탄소 지 장, 지오메카닉스 모델링, 

             지구화학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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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CO2에 의한 해양 류층 암석 물성변화에 한 실내실험  연구

최채순, 손진, 송재 , 박형동 (서울 학교 에 지시스템공학부)

요 약

이산화탄소 지 장 시 발생하는 임계 CO2에 의한 암석조직의 손상과 2차 

물의 생성은 류층 암석의 공극률  강도와 같은 물성변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입된 CO2가 장층 내 장기간 유지될 때 류층 암반에 미치는 

향 분석을 해 임계 CO2와 반응 후 나타나는 물학  변화에 의한 암석

의 물성변화에 한 연구는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와 유사한 CO2 주입 환경을 실험실 규모로 모사하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셰일  사암시료를 총 1366시간 반응시켰다. 이 때 실제 해양 류층 환경을 

고려하기 하여 주입환경을 암석- 임계 CO2, 암석- 임계 CO2-물, 암석-

임계 CO2-염수로 모사하 다. 그리고 반응 후 장지층의 안정성 검토를 한 

다양한 기  암반 물성분석 시험을 수행하 다. 주된 상은 반응  일어나는 

암석의 강성, 강도  물리  성질 변화로 분석을 해 괴시험과 비 괴 시

험을 실시하 다. 비 괴 시험 결과 임계 CO2-물 는 염수에 반응한 시료

들의 탄성  속도  쇼어경도 값이 감소하 다. 추가 으로 임계 CO2-염수

에 반응한 셰일  사암 시료들은 X-선 단층촬 을 실시하여 반응  시료의 

2차원 단면 상과 비교하 다. 이를 통해 시료의  공극률  내부 공극구

조 변화양상을 비교하 으며 그 결과 셰일  사암 모두 소폭의 공극률 상승을 

찰할 수 있었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순차 으로 측정을 반복한 비 괴시

험 차가 모두 완료된 후 분석이 끝난 시료들을 상으로 괴시험을 실시하

다. 괴시험을 통해 단축압축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의 변화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사암에 비하여 셰일의 괴물성변화 양상이 반응조건별로 확연히 

나타났다. 암석 시료의 괴․변형거동을 변하는 탄성계수의 경우 임계 

CO2만 반응시킨 셰일은 약 8 GPa정도 증가한 반면에 CO2가 용해된 물과 염수

에 반응한 시료들은 12 GPa정도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계 CO2가 주입되었을 경우 변화하는 류층 환경에 덮개암 역할을 

하는 셰일의 물성이 민감하게 작용하며 셰일의 이와 같은 특성은 류층의 안

정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었다. 추후 물성변화 규명에 한 추가 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증부지에 부합하는 공극률을 가진 시료를 이용한 임계 

CO2 주입  삼축압축시험과 같은 수리역학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Keywords : 이산화탄소 지 장, 실내실험, 비 괴시험, 괴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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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지 장을 한 울릉분지의 지질 특성을 고려한 

지구물리 모니터링 기법 연구  용성 검토
오주원, 민동주, 김원기, 정우돈, 김신웅 (서울 학교 에 지시스템공학부), 

허철, 강성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CCS 연구단)

                  

요 약

 최근 들어 지 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  출 감지를 해 다양한 지

구물리 모니터링 기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산화탄소 지 장 모니터링에 이용되는 다양한 지구물리탐사 방법들  탄성

 탐사, 력탐사, 자탐사, 미소지진 모니터링 기법에 한 연구를 소개한다. 

국내의 지 장 유망부지인 울릉분지의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수치모델링을 통

한 가상의 지구물리 모니터링 탐사를 수행함으로써, 각 지구물리 모니터링 방

법에 해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해 유발되는 신호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실

제 장부지로의 용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를 해 울릉분지 내 유망부지  

한 곳인 고래 Ⅴ공 주변부에 한 3차원 탄성  속도모델을 수립하 다. 수립

된 지질모델에 해서 가상의 탄성  탐사, 력탐사, 자탐사, 미소지진 모니

터링을 가정하여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한 신호의 변화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울

릉분지 내 유망부지에 한 지구물리 모니터링 기법의 용가능성에 해 논의

한다. 먼  가상의 탄성  탐사 모니터링 시뮬 이션을 하여 셀기반 유한차

분법에 기반을 둔 해양환경에 합한 탄성  모델링 알고리듬을 이용하 다. 

울릉분지의 복잡한 층서구조로 인해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한 탄성  신호 변화

가 반사 에 가리거나, 장 잡음 수 이 높을 경우, 장 잡음에 묻  감지되

기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미소지진 모니터링 시뮬 이션을 해 모멘트 텐서 

송신원을 구 하기 합한 엇격자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탄성  모델링 알고리

듬을 이용하 다. 미소지진 모니터링 시뮬 이션 결과에 따르면, 미소균열의 유

형, 방향에 따라 미소지진 의 주된  방향  신호가 강한 성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에서 미소지진 의 수신을 한 시

추공을 보다 효율 으로 결정하기 해 사 에 미소균열의 발생 치  방향

에 한 측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자탐사 모니터링 시뮬 이션을 

하여 유한요소법에 기반을 둔 인공송신원을 이용한 자탐사 모델링 알고리

듬을 이용하 고, 력탐사 모니터링 시뮬 이션을 해서는 유한차분법에 기

반을 둔 력탐사 모델링 알고리듬을 이용하 다. 단순 수평층 모델에 해서 

주입 이산화탄소 룸의 기비 항 는 도, 깊이, 비를 변화시켜가며 시

뮬 이션 한 결과, 주입 이산화탄소 룸에 의한 신호 변화가 잘 감지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울릉분지의 복잡한 지층구조를 고려할 경우, 

분석이 더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시뮬 이션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지구물

리 모니터링 기법이 가지는 한계 으로 인해 어떤 하나의 모니터링 기법으로는 

주입 이산화탄소의 출여부를 정확히 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여러 지구물리 모니터링 기법을 용하여 복합해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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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지 장지 모니터링 시 지층의 탄성, 성, 

이방성에 따른 탄성  신호의 변화 분석
오주원, 문석 , 민동주, 김원기 (서울 학교 에 지시스템공학부), 

허철, 강성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CCS 연구단)

                  

요 약

 시간경과 탄성  모니터링 기법은 주입 이산화탄소의 출 여부를 확인하기 

한 유망한 지구물리 모니터링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지각은 탄성, 

성, 이방성의 특징을 가지므로 장에서의 탄성  모니터링을 통해 얻어진 신

호의 변화 양상은 지층의 탄성, 성, 이방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구조보정이나 형역산과 같은 기존의 모니터링 자료해석 알고리듬이 부분 

지각의 탄성, 성, 이방성을 고려하지 않는 모델링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해석 기법을 통해 얻은 지하 상은 왜곡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지층의 탄성, 성, 이방성의 변화를 고려하 을 때 탄성  

신호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자료해석에 미치는 향에 하여 논

의한다. 가상의 탄성  모니터링 자료는 지층의 탄성, 성, 이방성을 고려한 2

차원 동방정식을 유한요소법으로 시뮬 이션하여 획득되었다. 먼  가상의 

모니터링 자료와 지층의 음향  성질만을 고려하는 음향 동방정식, 지층의 

성과 이방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 성-등방성 탄성 동방정식, 지층의 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 성-이방성 탄성 동방정식을 이용하여 획득한 신호의 차이

를 분석한다. 수치해석 기법에 따른 신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해 각각의 

동방정식을 모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하 고, CPML 경계조건

을 용하여 모델링 경계에서 반사되는 인 인 반사 의 향을 최소화하

다. 다음으로 탄성, 성, 이방성의 향이 고려된 모니터링 자료에 해 음향

동방정식, 비 성-등방성 탄성 동방정식, 비 성-이방성 탄성 동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자료해석 기법을 용하 다. 이를 이용해 얻은 지하 상에 한 

분석을 통해 지층의 탄성, 성, 이방성이 자료해석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  모니터링 자료해석 기법으로 역시간 구조보정과 

형 역산 알고리듬을 이용하 다. 역시간 구조보정 알고리듬에서는 진폭을 보

정해주기 해 슈도 헤시안 행렬을 이용하 고, 형 역산 알고리듬에서는 가

우스-뉴턴 방법을 기반으로 뉴슈도 헤시안 행렬을 이용하여 최 경사 방향

을 정규화하 다. 각각의 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얻은 지하 상을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지 장지에서의 주입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정성 , 

정량 으로 보다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해서는 자료해석 과정에서 지층의 탄

성, 이방성, 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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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터빈 연동해석을 통한 수직축 조류발  터빈의 발 효율 

특성 평가

이진학, 오상호, 박진순, 이 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상열((주)리우스)

Evaluation of Power Output Characteristics of Vertical Axis Tidal Current 

Turbines by CFD with Flow-Turbine Dynamic Interaction Effects

J.-H. Yi, S.-H. Oh, J.-S. Park, K.-S. Le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Y. Lee (LeeWoos Co.Ltd.)

요 약

표 인 수직축 조류발  터빈인 H형 다리우스 터빈과 헬리컬 터빈의 발 효율 

특성 평가와 련하여 상용 해석 코드를 사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수치해석 방법인 일정한 속도로 유입되는 조류와 일정한 

각속도를 갖도록 강제로 터빈을 회 시키는 조건에서의 해석 신 유동에 의하여 

기동되는 터빈을 모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상황에 가까운 수치해석을 수행

하 다. 터빈의 발 효율을 이놀즈 수와 양항비(drag-to-lift ratio) 등에 하여 

분석하 고, 한 헬리컬 터빈의 비틀림각에 따른 발 효율과 토크 변동성 등을 

비교하 다. 출력계수는 이놀즈 수와 양항비에 큰 향을 받으며, 이놀즈 수

가 작을수록 양항비도 작아지고, 한 출력계수도 작아진다. 한 헬리컬 터빈의 

비틀림각은 토크와 각속도의 변동성을 일 수 있으나, 비틀림각에 의하여 출력

계수 한 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power output characteristics of two typical vertical-axis 

tidal current turbines including H-type Darius turbine and helical turbine were 

evaluated by numerical analysis using a commercial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de. The dynamic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idal flow and a 

turbine was considered to simulate turbine dynamics more realistically while it 

was conventionally performed by imposing artificial conditions with constant 

tidal flow velocity and constant angular velocity of a turbine using a 

rotational mesh technique. Power output characteristics of two turbines were 

compared with Reynolds number and a lift-to-drag (drag-to-lift ratio), and 

power output coefficients and pulsation ratios were also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twisting angle of a helical tidal current turbine. It was found 

that the power coefficient is highly affected the Reynolds number and 

drag-to-lift ratio and the twisting angle can reduce the pulsation ratio in 

torque and angular velocity but it can undesirably reduce the power 

coefficient, too. 

Keywords : Computation Fluid Dynamics( 산유동해석), Vertical 

Axis Tidal Current Turbines(수직축 조류 터빈), Darrieus 

Turbine(다리우스 터빈), Helical Turbine(헬리컬 터빈), Power 

Output Characteristics(발 효율 특성), Reynolds Number( 이놀즈 

수), Drag-to-Lift Ratio(양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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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 용 수직축 터빈의 3차원 효과 감에 한 연구
이정기, 범수(한국해양 학교)

A Study on Three-dimensional Effects Reduction of a Vertical-Axis Tidal 
Stream Turbine

J.K.Lee, B.S.Hyun(Korea Maritime University)

1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조류발 용 수직축 터빈의 3차원 효과에 해 알아보고 이를 

감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3차원 효과를 악하기 한 상으로  

100kW  H-다리우스형 터빈을 선정하 고 2, 3차원 터빈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3차원 터빈의 효율이 2차원보다 다소 낮게 측되고 끝단속도비

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날개 

끝단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유동에 기인한 것으로 양력과 토크가 감소함을 확인

하 다. 한, 3차원 효과가 날개 끝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존 터

빈의 양쪽 날개 끝 지 에 원형 디스크를 부착한 터빈을 고안하 으며, 원형 

디스크는 수직축 터빈에서 지지구조물로서 필요한 스트럿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려된 것이다. 원형 디스크 끝부분의 각도를 달리하여 성능변화를 

검토하 으며, 기존 터빈 비 성능향상을 확인하 다.

K e y wo r d s  : 수직축 터빈(Vertical Axis Turbine, VAT), 3차원 
효과(Three-dimensional effect), 날개 끝단(Blade tip), 원형 디스
크(Circular disc)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093021070010, 20093020070020)과 국토해양부 해양

에너지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일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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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조류발 기의 성능해석
 

양 창 조, 황 안 둥 (목포해양 학교)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Dual Tidal Turbine
C. J. Yang, A. D. Hoang (Mokpo National Maritime Univ.)

                 
                                       
                                            ABSTRACT 

 Recently, as man's demand of energy continuously grows, wind power becomes one of the 
sustainable energy sources that have been being investigated thoroughly for years. In this study, our 
model is a 10kW counter-rotating turbine equipped with two rotors which rotate inversely. The two 
rotors are designed with same size and uses same airfoil data. In details, hydrofoil families including 
the S822 and S823 are applied for our blade design. Hydrofoils are specially designed for HAWTs 
because of their ability that minimizes the energy loss due to roughness effects. In this study, the 
designed blade consists of root foil (S823) and tip foil (S822) which are specialized for small turbine 
rated at 2-20kW. The simulation results show an improvement in power efficiency of the 
counter-rotating design compared with conventional single rotor design, which proves the domination 
of counter-rotating turbine in terms of performance with regard of sizing and wind condition. This 
design is suitable for small applications as households, small buildings, etc.

  Ke y wo r d s : Dueal Tidal  Turbine(양방향 조류발 기), Tip speed ratio(날개 끝 속도비), Horizontal 

axis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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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 용 터빈 설계과정  성능 측 방법

조 철 희, 이  호, 구 찬 회, 이 강 희✝

인하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Design procedure and performance estimation

of tidal current power system

Chul-Hee Jo, Jun-Ho Lee, Chan-Hoy Goo, Kang-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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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조류발 은 날씨와 계 에 계없이 연속 인 발 이 가능하고 발 량을 측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

은 에 지원이다. 조류발  시스템 구성요소  터빈은 유체의 가용출력을 기계 인 회 출력으로 변환

시키는 장치로써, 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설계된 터빈의 성능을 검증하여 신뢰

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설계기법의 타당성 역시 평가될 수 있다. 조류발  시스템의 높은 효율

을 확보하기 해 터빈의 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 터빈의 최 설계를 한 기법들이 다수 제

시되었다. 날개요소운동량 이론,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실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터빈 

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며, 규칙 의 향, 블 이드 변형에 의한 향 등 터빈 성능평가 역시 다양한 방

법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 이드 요소이론을 바탕으로 수평축 조류발  터빈의 

설계 차와 CFD 해석을 통한 터빈의 성능 추정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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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 수평축 터빈), System performance(시스템 성능), Design procedure(설계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rresponding author: kanghee@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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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칭 날개를 사용한 OWC 력발 용 임펄스터빈의 성능 측에  

한 수치 인 연구

                        김길원, 홍기용 (해양과학기술원), 범수 (한국해양 ), 류진 ( 국해양 ) 

Numerical Study on Performance of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for 

OWC Wave Energy Converter

                 Jiyuan Jin, Kyyong Hong (KIOST), Beom-soo Hyun (KMU), Zhen Liu (OUC) 

                

요 약

본 논문은 진동수주형 력발 장치 OWC-쳄버로부터 발생하는 유량이 배기와 

흡시기 차이가 나는 특성을 이용하여 고안된 비 칭 날개 임펄스 터빈의 성능해

석에 한 내용이다. 임펄스 터빈의 성능해석은 상용 CFD 코드인 Fluent를 사용

하여 수행되었고, 회 체 모사를 하여 MRF 기능을 이용하 다. 터빈의 다양한 

비 칭율이 성능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여 분석하 고, 한 가이드베인 각도의 

향을 고찰하여 최 의 비 칭 임펄스터빈을 설계하 다. 

ABSTRACT

The bi-directional air flow isolated in the air chamber drive the air turbine 

rotating by oscillating water column. Because of the compressibility of air, the 

air flow rates are different comparing the exhausting and inhaling process. 

The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power 

of converting system using the difference of airflow rate. The optimum 

unsymmetric ratio and angle of guide-vane have investigated using numerical 

method.

K e y w o r d s  :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비 칭날개 임

펄스터빈), OWC Chamber(OWC 챔버), Operating Performance(작

동성능), Numerical Study(수치연구).

1. Introduction

  The oscillating water column (OWC) is among the first types of wave energy converter to be 

developed and deployed into the sea. The OWC device comprises a partly submerged chamber, fixed or 

floating and open below the water surface, inside which air is trapped above the water free surface. The 

oscillating motion of the internal free surface produced by the incident waves makes the air flow through 

a turbine that drives an electrical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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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air chamber study, many researchers investigated the free surface motion and pressure 

variation  in the air chamber by numerical and experimental method. Physical model with different 

bottom slopes was constructed and tested in a wave tank under regular wave conditions by Wang et al. 

[2002]. Hong et al. [2007] performed an experiment concentrating on the effects of several shape 

parameters of OWC chamber in wave energy absorbing capability. Marjani et al. [2008] presented a 

numerical model to predict the flow characteristics in the components of an oscillating water column 

(OWC) system used for the wave energy capture.

  In turbine system area, Setoguchi et al. [2001] reviewed the investigation on the impulse turbines for 

wave energy conversion with different shape parameters experimentally and numerically and comparison 

with the wells turbines. Takao et al. [2007] studied the performance of Wells turbine with end plates 

effects experimentally by the modeling test. Thakker and Abdulhadi [2008]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of the Wells turbine under unsteady bi-directional airflow conditions.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experiments and numerical simulation was also carried out. Jayashankar et al. [2009] designed and 

studied the twin unidirectional impulse turbine topology for OWC based wave energy plants through the 

field test in India.

  This paper deals with the optimum design for the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for wave 

energy converter since we find that the air flow rate in the duct are different between exhausting and 

inhaling process. The 500kW wave energy pilot plant is under construction and will be completed in 2013 

at Jeju island. For optimum design of pilot plant, the experiment method and numerical studies are 

carried out through several years. Finally, we find that the airflow rate in exhausting process is much 

larger than inhaling process in the duct. This study are just used that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air 

flow rate, suggested the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to improve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 

system. All the studies for turbine performance are used commercial CFD code Fluent, the mesh 

generation are completed by Gambit. The MRF model is used to simulate the rotation blade, and the 

interface boundary condition are utilized to generate mesh easily. 

2. Prediction of the airflow rate in the duct

  In the present study, the numerical wave tank based on the two-phase VOF model,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Liu et al. [2008], is utilized in the incident wave generation and propagation. The OWC 

system will be settled at the opposite end to the wave maker. It has been proved that the VOF 

numerical wave tank can simulate the complex free surface interaction, and predict not only the wave 

motion but also the pressure distribution and air flow motion. The configuration of the OWC system in 

the present study is shown in Fig. 01. There are two same duct installed at the ending wall of the 

chamber. The configuration of OWC chamber are summarized in table 01. The orifice devices with 

various inner diameters are equipped in both ducts, the thickness of  the devices are all fixed as 0.25m. 

  Fig. 02 gives the instantaneous free surface snapshot during the water column ascending and 

descending. It can be seen that the present numerical model is capable of showing the detailed free 

surface elevation including the complex motions inside the chamber. The comparison of time series of air 

flow velocity in the duct is illustrated in Fig. 03. It can be seen that the good agreement between the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Comparing with the pressure distribution, the positive amplitude is 

much larger than the negative amplitude. The phase shift phenomenon in the velocity variation also 

shows similar behavior with the air pressure variation, because the bi-directional air flows in the 

exhalation and inhalation are induced by the positive and negative pressur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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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01 Schematic of OWC chamber with two ducts on th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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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01 Configuration of 

OWC chamber

   

 

     (a) Wave crest             (b) Wave trough

Fig. 02 Snapshot of instantaneous free surface during water 

column oscillation

  
Fig. 03 Comparison of time histories of air flow 

velocity in the duct

3 . Num erical s tudy  on p erform ance of uns y m m etric b laded im p uls e turb ine

3 .1 Num erical m odel

  The calculation of impulse turbines are carried out in CFD code Fluent 12.0. The computational domain 

is shown in Fig. 04, which is divided into three parts : Upstream and downstream guide vane domains, 

and rotor blade domain. Two guide vane domains are stationary and the rotor blade domain rotates at 

different angular velocity and is defined using the Moving Reference Frame(MRF) model to deal with the 

integration of rotating blades and stationary guide vanes. A velocity inlet was defined at the inlet of the 

upstream guide vane region, and pressure outlet boundaries was defined at the outlet of downstream 

guide vane region, the detailed definitions of above boundary conditions are described in Fluent User’s 

Guide. The continuity and RANS equations were discretized by finite volume method(FVM). The 

pressure-velocity coupling is calculated by SIMPLE algorithm. The standard   model is employed to 

describe the turbulence phenomena. The mesh independence of the model and the detail explanation of 

the algorithm are described by Hyun et. al [2004, 2006].



Fig. 04 Schematic of unsteady computational fluid 

domains

3 .2 Num erical res ults  and dis cus s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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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andard turbine                (b) Unsymmetric ratio

Fig. 05 Outlines of standard impulse turbine and unsymmetric bladed turbine 

  The numbers of the rotor blades and the fixed guide vanes are both 26 shown in Fig. 05 (a). The 

rotor blade pitch   is 185mm, the width of flow path is 78mm, the spacing between the blade and the 

guide vane   represents 120mm, and the guide vane pitch   is 185mm. The rotor blade inlet angle is 

60°, the radius of the circular arc is 199mm, and the lengths of the long and short axis of the elliptic 

arc on the suction side are 830mm and 273mm, respectively. The hub diameter is 1170mm, the duct 

diameter is 1800mm, and the tip clearance is 5mm. The chord length of guide vanes is fixed as 462mm, 

and the length of the straight line of the camber line is 230mm. The radius of circular arc of guide vane 

, the camber angle of guide vane   will vary with the setting angles of the guide vane  .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of the impulse turbine in steady uni-directional flow are 

presented in terms of input coefficient , torque coefficient  , turbine efficiency   and flow coefficient. 

The definitions of the above coefficients are given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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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   represent total pressure drop between setting camber and atmosphere, air flow rate and 

air density; , , , ,   and   represent mean axial flow velocity, mean radius, angular velocity of 

the turbine, circumferential velocity at , blade height and number of rotor blades, respectively. 

  Fig. 05 (b) shows the unsymmetric ratio of blade for unsymmetric impulse turbine. The unsymmetric 

ratio is defined as  , which means the ratio of thickness of standard side to long side.    

denote that the blade is standard type turbine which without unsymmetric ratio. 

 

  

(a) input coefficient             (b) torque coefficient            (c) efficiency

Fig. 06 Operating performance of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Fig. 06 shows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comparing with the 

standard impulse turbine which define as  . The incident flow velocity and RPM are not same 

value between exhausting and inhaling process. we apply the exhausting direction to standard blade edge 

and apply the inhaling direction to long blade edge, but set the operating condition was in same 

conditions. the input coefficient, torque coefficient and efficiency were get the average value in 

unsymmetric blade.

  Fig. 06 (a) denote the input coefficient variation comparing various unsymmetric ratio of blade. It's 

quite obvious that the larger unsymmetric ratio show the larger input coefficient value in all flow 

coefficient ranges. Which means that the larger unsymmetric ratio increase the pressure drop between 

inlet and outlet side which reduce the operating efficiency. Fig. 06 (b) shows the torque coefficient of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It can be seen the same phenomenon comparing with the input 

coefficient. The larger surface of blade could drive larger moment in the turbine system. But the 

efficiency of turbine show the different results in Fig. 06 (c). The larger unsymmetric ratio shows the 

lowest efficiency in all operating ranges. The cases of unsymmetric ratio    and    

show similar efficiency, and both of them was larger than standard impulse turbine. 

  To optimize the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the angle of guide vane has been investigated on 



operating performance. The Fig. 07 shows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against various guide vane angle. These parameter effects just investigated in inhaling process to 

find optimized angle of guide vane in the unsymmetric ratio was    conditions. Fig.  07 (a) 

shows the input coefficient of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with various guide vane angle such 

as 20
o, 25o and 30o, in that case the 25o was the original degree. It's quit obvious that larger angle of 

guide vane cause the larger pressure drop between inlet and outlet side. On the other hand, the torque 

coefficient shows that the larger angle of guide vane drive more large torque. Finally, the efficiency of 

turbine graph shows that the case of guide vane 20 degree give the largest efficiency across all 

operating ranges. 

  

(a) input coefficient             (b) torque coefficient            (c) efficiency

Fig. 07 Operating performance of unsymmetric bladed impulse turbine with various guide vane angle

4 . Conclus ions

  Since the study of OWC Chamber shows the difference of air flow rate between exhausting and  

inhaling process, the unsymmetric has proposed to improve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system. The 

numerical model for rotating device using Moving Reference Frame and interface boundary condition has 

developed successfully. Through the optimization design of unsymmetric blade impulse turbine we find 

that the optimum unsymmetric ratio was 1.12 and the optimum guide vane angle of inhaling direction 

was 20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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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계통연계를 한 
해 이블 경과지 설계에 한 연구
유황진, 안승환, 유정석, 황석범, 김상호((주)한국해양기술) 

Study on Submarine Cable Route Design

for Grid Connection of Southwest Offshore Wind Farm 

Hwang-Jin Ryu, Seung-Hwan Ahn, Jeoung-Seok Yu, Suk-Bum Hwang, Sang-Ho Kim

(Korea Ocean Engineering & Consultants CO., LTD(KOCECO))

                 

요 약 

         

  2011～2019년 까지 2.5GW(5MW×500기) 규모로 우리나라 서남해역에서 추진될 해상풍력 발  단지에
서 생산된 기와 기존의 력망과의 계통연계를 해서는 해 이블 설치가 필수 인 요소이다. 특히 
해 이블 설치에 한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확보를 해서는 해 이블 경과지  보호공법 설
계가 이루어져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1979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구축한 장기 랑산출자료와 제3세  랑
모델인 SWAN (Simulating WAves Nearshore)을 이용하여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해역에 해 랑시
뮬 이션을 수행하여 해 이블 경과지  보호공법 설계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Keywords : Submarine Cable(해 이블), Grid Connection(계통연계), Protection Method(보호공법), 
Offshore wind farm(해상풍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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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에 의한 상반  조류 터빈의 성능해석에 한 기 연구
이낙 , 김인철, 범수, 이 호 (한국해양 학교)

A Basic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a Counter-rotating current 
turbine by CFD

N.J.Lee, I.C.Kim, B.S.Hyun, Y.H.Lee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세계 으로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하여 체에 지의 개

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에 지 해외 의존도가 국내 수요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에 지 개발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
지의 한 분야인 해양에 지는 지속발 이 가능한 청정에 지원으로 그 에서도 
조류발 은 풍력발 과 비슷한 원리로 지속 으로 흐르는 해류를 이용하여 터
빈을 구동하는 발  방식이다. 단일 로터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  동력
계수는 이론상 59.3%이고, 듀얼 로터의 경우 64%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D 상용코드를 이용한 유동해석을 통하여 상반  조류 터빈의 
성능특성을 분석하 다.

Keywords : Performance(성능), Counter-rotating(상반 ), 

current turbine(조류터빈), CFD( 산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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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화호에 254MW 의 조력발 소가 완공되어 운  

이며, 추가 으로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북쪽 해안에 

치한 가로림만에 520MW 의 조력발 소를 건설하

는 방안이 논의 이다. 조력발 은 조석 상에 의해 생

기는 해면 높이의 치 에 지를 력으로 변환하는 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화석연료보다 

친환경 이나 방조제 건설로 인해 연안생태계가 크게 

훼손되는 문제 이 있다. 하지만 재 우리나라에는 조

력발 소 건설과 련된 환경  황조사 방법  건설 

후 향 측에 한 구체 인 연구가 미흡하다.

가로림만의 경우 제3차 환경 향평가 기술단 회의까

지 개최되었으나 여 히 방조제 건설 후 계 에 따른 

침식  퇴  변화의 검토 미흡, 이끼 등 규조류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한 맹꽁이와 표

범장지뱀, 물범 등 법정 보호종에 한 조사 미흡, 보고

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 주민들 간의 갈등, 

미래 환경변화에 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

양한 이유로 여 히 환경 향평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로림만 조력건설사업 이 에 연안환경의 

황조사  향 측에 한 방향성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환경을 3가지 요 

분야별(연안물리  수질, 연안퇴 물, 해양 동식물)로 

나 어 환경 황조사  환경 향 측에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가로림만 지역 개관

가로림만은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북쪽 해안에 치

한다. 태안반도의 남쪽, 천수만의 반 쪽으로 만입하여 

남쪽으로는 태안읍, 서쪽으로는 원북면·이원면과 하

고, 동쪽으로는 서산시 팔 면·지곡면· 산면으로 둘러

싸인 형태로 총면  약 100km2에 달한다. 거의 남북 방

향으로 연장된 형태이며 북쪽으로 향하는 만 입구의 폭

은 약 2.2km, 장축은 남북으로 약 22.4km, 비는 동서

로 약 10km, 해안선의 길이는 161.84km로 형 인 병

목형(bottle-necked type)이다(해양수산부, 2006).

Figure 1. Garolim Bay (Woo et al., 2009)

만의 내부에는 고 도, 웅도 등 규모가 큰 유인도와 

율도, 피도, 조도, 우도 등 규모가 작은 무인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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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cope and location Period and duration Method

Water 

circulation in 

inside bay 

(tide, tidal 

current, wave)

· Multiple points
· Multiple points including
 inside and outside bay
· Stratified observation
 (surface, middle, bottom)

· Tidal current: seasonal observation more
 than four times a year (every 10
 minutes for 15-day serial observation) 
· Wave: seasonal observation more 
 than four times a year (every 1 hour for
 15-day serial observation)
· Year-round serial observation on 
 representative point

· Tide and tidal current: every 10
 minutes or 1 hour
· Flow velocity: using ADCP,
 stratified observation over water layer
· Wave: serial observation using
 pressure type tide gauge 
 (AWH-16), ultrasonic tide gauge
 (ADCP) 

Salinity and 

temperature

· Multiple points
· Multiple points including
 inside and outside bay
· Stratified observation
 (surface, middle, bottom)

· At least 3 years
· At least 3 years in case of existing data
· Monthly observation
· Year-round serial observation on 
 representative point

· Instrumentation(CTD) and
 observation sensor(CT)
· Serial observation

Water depth 

and 

topographical 

changes

· Overall water depth and
 topographical changes
 (including intertidal and
 subtidal zone)

· Seasonal observation more than four
 times a year

· Intertidal zone: precision deepsea
 recorder for shallow sea,
 multibeam echo sounder
· Subtidal zone: onshore leveling,
 lead leveling, LiDAR

Water quality

· Multiple points including
 inside and outside bay
· Stratified observation
 (surface, middle, bottom)

· At least 3 years
· At least 3 years in case of existing data
· Monthly observation

· Observe standard regulation for
 marine surveying

Sediment 

quality

· Multiple points including
 inside and outside bay

· Seasonal observation
· Sampling and analyzing sediment
· Elution test using core sample 

Table 1. Environmental investigation criteria for coastal physics and water quality 

북쪽에는 울도, 학도, 선갑도, 난지도 등의 덕 군도가 

멀리 방 제와 같이 자리 잡고 있어 어업의 심지를 

이루며, 굴과 김 양식은 물론 어족의 산란장으로 유명하

다. (우 등, 2009). 특히 부터 여름에 걸쳐 제주난류가 

북상할 때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한 산면 독곶

리, 오지리, 왕리 등 여러 개의 염 에서 천일제염을 

생산한다.

가로림만의 평균 창조와 낙조 시간은 각각 6시간 16분

과 6시간 9분이다. 만 입구에서의 평균조차는 4.72m, 

조차는 6.56m로 조차 환경이며, 창조류는 1.4m/s, 낙

조류는 1.1m/s로 만 내부로 갈수록 약해진다. 만 내에는 

최  7.9m의 큰 조차로 인해 형성된 만 체 면 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약 70km2의 갯벌이 비교  자연 상태

로 잘 보 되어 있다(박 등, 2009).

가로림만은 외해와의 해수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며 작은 하천을 통해 들어오는 담수의 유입에 크게 향

을 받지 않고, 해역별 수질등 은 반 으로 Ⅰ, Ⅱ등

의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남 등, 2012).

2.2 연안물리 및 수질 환경영향조사와 예측방안

해양물리 분야에 한 조사는 해수유동 변화 측, 

해수온도  염분 변화 측, 수질변화 측 등을 실시하

여 그 결과를 토 로 조사범 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기존 조사결과를 토 로 조사범 를 결정할 수도 

있다. 상 해역의 물리  수질환경을 고려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연  연속 측 는 계 별 측을 실시할 

최 의 표정  선정이 필요하다. 가로림만 체의 조

석  조류, 랑, 수온  염분, 수질, 질의 변화특성을 

시·공간 인 특성을 명확히 악할 수 있도록 월별 는 

계 별 조사지 을 가능한 많이 선정하여야 한다. 한 

연직 분포를 조사하기 하여 층별(표층, 층, 층)로 

측하여야 한다. 조간 의 변화는 가로림만 환경에 

한 향을 미치므로 조간 의 변화를 충분히 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정 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

인 조사항목, 조사범 , 조사시기, 조사방법은 Table 

1에 잘 설명되어 있다. 

2.3 연안퇴적물 환경영향조사와 예측방안

자연상태의 퇴 층은 비록 태풍이 발생하거나 혹은 

계 으로 일시 인 침식·퇴 과 퇴 상의 변화를 겪

을 수는 있으나, 오랜 세월에 걸쳐 그 해역의 조류, 랑 

등과 같은 역학  인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평형상태에 

도달하 다. 그러나 조력발 소 건설 등과 같은 인

인 개발은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과 퇴 층 간

의 역학 계를 괴시키고, 결과 으로 침식·퇴 과 그

에 따른 지형 변화, 퇴 상의 변화(펄질화, 사질화 등) 

등과 같은 국부  혹은 역  퇴 환경의 변화를 래

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질  생태 환경의 변화를 직

으로 래하므로 인 인 개발로 인한 퇴 환경 변화

에 한 평가  측은 필수이다. 개발로 인한 퇴 환경 

변화 측의 정 도는 개발 이 의 퇴 환경 황에 

한 정확한 평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개발 후의 퇴 환경 

변화 측에 앞서 우선 으로 개발 상 해역에서의 퇴

환경 황에 한 조사가 충분히 이 져야만 한다. 

따라서 기존 조사자료를 최 한 활용하되 필수자료

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사 시기, 조사항목, 조사지



Contents Details Scope and location Period and duration Method

Coastal 

physics

· Tidal current,
 wave, longshore 
 current, density 
 current

· Representative
 points including
 inside and outside 
 bay

· Seasonal observation more 
 than four times a year
· Flow velocity: every 10 
 minutes for 15-day serial
 observation
· Wave: every 1 hour for 
 15-day serial observation

· Flow velocity: ADCP, stratified
 observation over water layer
· Wave: serial observation
 through pressure type tide
 gauge (AWH-16), ultrasonic
 tide gauge (ADCP) 

Sediment 

transport 

factors 

· Critical erodible
 shearing stress,
 erosion rate 
 constant, 
 sedimentation rate, 
 critical sedimentable
 shearing stress 

· Representative 
 points including 
 inside and outside 
 bay

· At least 2 times before
 and after operation

· Erosion and sedimentation:
 annular flume
· Sedimentation velocity: lab
 test using settling tank
 accompanied by field test
 using owen tube, LISST-ST

Source and 

amount of 

sediment

· Net inflow
 quantities of 
 sediment at 
 estuary and bay 
 entrance

· Bottom tracking: 
 cross section of overall
 flow at bay entrance

· Monthly observation
· High/mid/low tide
· At least 1-hour serial
 observation considering 
 nautical twilight (25-hour
 duration recommended) 

· Vessel type using ADCP and 
 bottom tracking with GPS
· Seabed support type using
 ADCP, ADV and OBS to
 monitor driftsands

· Precise monitoring
 on driftsands: 2~3 
 representative points on 
 cross section at bay
 entrance 

· Net inflow 
 quantities of
 sediment at coastal
 area

· Decide depending
 on river type

· Seasonal observation, 
 four times a year
· Every 10 minutes for
 15-day serial observation

· Observe standard method for
 river sediment measurement
· Surface current meter, grab to
 collect suspended load 

Sedimentary 

facies

· Spatio-temporal
 variability on sediment 
 facies, grain size
· Sediment transport
 routes

· In- and outside bay
· Every 500m for
 intertidal zone
· Every 1km for
 subtidal zone

· Seasonal observation
 more than four times a 
 year

· Intertidal zone: van Veen grab
· Subtidal zone: direct sampling

Topography 

of seabed 

and intertidal 

zone

· Spatio-temporal
 variability on
 topography,
 sedimentation and
 erosion quantities

· Overall water depth
 and topographic
 changes (including 
 intertidal and 
 subtidal zone)

· Seasonal observation
 more than four times a 
 year

· Intertidal zone: precision
 deepsea recorder for shallow
 sea, multibeam echo sounder
· Subtidal zone: onshore 
 leveling, lead leveling, LiDAR

Table 2. Environmental investigation criteria for sediment 

, 조사범 , 시료 채취 기간  지 , 방법 등을 타당성 

있게 설정하여 신뢰성 있는 필수자료를 추가 으로 확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Table 2). 

2.4 해양동·식물 환경영향조사와 예측방안

해양동·식물 분야의 환경 향평가는 실시하고자 하

는 사업의 특성과 실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생태학  

향에 한 면 한 검토, 사업이 어떤 장소에서 실시되

느냐에 따라 다양한 서식처의 생태학  구조  기능 

특성과 연계하여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조력발 소 

건설의 경우 조력  건설로 인한 환경 향, 터빈 가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향, 조석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조

지 내외의 환경  생태계 향, 갯벌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환경 향을 포함해야 하며, 간조 시 서계 갯

벌과 만조 시 조간 의 표 생태계  수면 하의 조간  

생태계가 동시에 고려 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서생

태계는 염습지 식생(salt marshes), 형 식물체가 없는 

갯벌(unvegetated tidal flat), 모래밭(sand flat), 굴밭

(oyster beds), 홍합밭(mussel beds), 잘피밭(Zostera 

beds) 등 다양한 연안 서식처를 포함하며, 이들은 생물

다양성이나 그 생태  구조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

에 각각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 조력  건설로 

인한 환경 향은  내외 환경이 조사항목에 따라 단기·

기·장기에 걸쳐 변화하므로 이에 응하는 구체 인 

시·공간  조사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순응  리

(Adaptive Management)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환경에서의 환경 향평가는 그 복잡

성으로 인하여 일반 으로 육상환경에서 이 지는 환경

향평가와는 다른 조사항목, 조사빈도  조사지 의 

설정 등을 바탕으로 별도의 조사 과정과 체계가 있어야 

한다(Table 3).

3.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가로림만 조력발 사업 시행 에 수행되

어야 할 환경 향조사와 측에 필요한 사항들을 3가지 

요 연안환경 분야별(연안물리  수질, 연안 퇴 물, 

해양 동식물)로 나 어 그에 한 방향성을 서술하 다.

연안물리의 경우는 연안환경을 악하는 데 기 가 

되는 항목이며, 조간  면 , 만 내 흐름 변화, 해수교환

율, 조간  노출시간, 수온·염분변화 등이 가로림만 발

 사업 시행 에 조사· 측되어야 할 핵심 인 부분이



Contents Scope and location Period and duration Method

Bird
· Supratidal to subtidal zone
· Migratory bird land and habitat

· Consider occurrence season
· Distribution status timely

· Line census, point census,
 point observation

Fish
· Supratidal to subtidal zone
· Consider mudflat condition

· Consider life cycles of fish
· Consider flood and ebb

· Sampling, diving, sample line
· Use 1 or 2 method

Benthos
· Supratidal to subtidal zone
· Consider mudflat condition
· Consider onshore site during ebb tide

· High and low tide
· Vessel inspection on water 
 way and tide pool

· Quantative, qualitative
 investigation
· Sieve after sampling
· 0.04㎡ for four points 

Fish roe 

and fry

· Supratidal to subtidal zone
· Consider mudflat condition
· Consider inflow and transport direction
· Consider seaweed condition

· High tide period to retain 
 constant depth

· Plankton net 

Zooplankton
· Supratidal to subtidal zone
· Consider mudflat condition
· Consider flood and ebb tides

· High tide period to retain 
 constant depth

· Plankton net (0.1~0.3㎜)

Phytoplankton
· Supratidal to subtidal zone
· Consider mudflat condition
· Consider flood and ebb tides

· High tide period to retain 
 constant depth

· Water sampling

Seaweed
· Supratidal to subtidal zone
· Consider distribution scope in advance

· Winter to spring,
 overgrowing season

· Scrapping or cutting

Microalgae
· Supratidal to subtidal zone
· Consider mudflat condition, low tide

· Ebb tide during high tide · Use quadrate

Table 3. Environmental investigation criteria for marine animal and plants 

다. 측도구는 가로림만 내의 물리 인 요 외력을 고

려하여 1년 이상 연속 인 측이 실행되어야 하고, 그 

측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동

하여 사업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향

변화를 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질의 경우, 사업 후 

만 내 흐름이 어들어 부 양화와 산소 상 등 수질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한 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 수질 황을 조사하고 측도구를 이용하여 사업 

후 수층의 수질변화뿐만 아니라 층에 되는 유기

물질로 인한 향을 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로림만 내의 퇴 물 유입원의 통로인 만 입구에 조

력발 기를 건설함으로써 만 내 퇴 변화가 크게 일어

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가로림만 내 연안물리인자, 

이송특성인자, 퇴 물 공 원과 공 량, 퇴 상, 해 ·

조간  지형, 퇴 물 물성특성인자, 수층 부유사 농도 

등에 한 조사가 구체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측도

구도 재 퇴 황을 구 하고 조사된 자료와 비교하

여 측도구의 정확성을 충분히 입증한 후, 가로림만 사

업으로 발생할 퇴 변화를 상세히 측하여야 한다. 퇴

물의 종류를 입자크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분된 

토사의 거동(부유와 짐 이동)과 주 외력 성분을 연

시켜 서술하여야 한다. 연안물리, 퇴 , 수질은 서로 

한 계가 있으므로 조사와 측 지 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력발 사업으로 인해 해양생물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주요 조사항목은 조류(鳥

類), 어류, 서동물, 난·자치어, 동물 랑크톤, 식물 

랑크톤, 해조·해 류, 서미세조류, 박이물범 등의 

포유류 등을 상으로 한다. 이들 생물에 미치는 주요 

향 측으로는 만 내·외측의 흐름변화, 염분도 변화, 

해수교환율 변화, 수층의 탁도 변화, 조간 ·조하 의 

면   노출시간 변화, 퇴 상 변화, 수질 변화, 수문

과 수차 운 으로 인한 향 등이 있다. 이들 향이 각 

해양생물에 미치는 향을 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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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발전 건설을 위한 사전전략    

환경평가에서 고려해야할 해양환경평가  

                 최 기, 유만호 (인하 학교 해양학과) 

                  

 요 약 

 해양에는 조력, 조류, 력, 온도차, 해양풍력, 태양 , 해양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에 지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해양에 지 공  계획은 

2008년 정부에서 발표한 제 1차 국가에 지 개본 계획에 의하면 2020년

에 신·재생에 지원별 공  목표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조력에

지가 1,320 MW로 체 해양에 지의 84.1%로 해양에 지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 지 사용을 진할 목 으로 신재생 의

무 할당제도(RPS)를 제정하여 발 사업자에게 2012년부터 신재생에 지

를 이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 사업자들은 신재생에

지로 개발가능성이 가장 높고, 규모 발 이 가능한 조력 발 을 우선

으로 추진하여 가로림만, 강화, 인천만, 아산만 등에서 조력발  건설

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환경성 평가의 문

제로 재 인천만 조력 발  건설은 지되었고, 가로림만과 강화조력발

은 계속추진 이다. 조력발  건설에 따른 문제를 사 에 방하기 

한 략 환경 향 평가는 사 환경성 검토와 환경 향평가 과정을 포

함하는 동시에 그 결과에 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부

정  향에 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조력 발  건설시 제기되는 

불확실성은 조력발  건설로 인한 기존 환경의 변화와 향에 한 

평가가 포함된다. 략환경 향평가는, 문가 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에 한 확실한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

에 한 해결책 는 안제시가 구체 이어야 하며, 이를 포함한 비용

평가가 합리 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재와 같이 조력발 을 건설할 시 

비용 편익 평가에 두 배의 편익을 가산하는 것은 합리 이지 못하다. 

재 제기된 불확실성의 를들면, 강화조력의 경우, 홍수 험 증가  갯

벌 감소, 철새의 서식처 감소, 어류와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지변화  이

동통로 변화로 인한 자원감소, 항로에 한 변형 등이 제기되어 있으며, 

가로림만의 경우 조간  면 의 감소, 갯벌의 침수·노출시간의 변화, 유

속감소에 따른 펄 퇴 물의 증가, 해수교환율 감소 , 수질의 악화, 박

이 물범 서식지 훼손, 수산자원의 산란  생육장소 감소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하여 사업자 측은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제시와 연구결과에 한 과학  분석, 이에 따른 비용

증감에 한 편익 분석 등을 련 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사 ·사후에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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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 의 작성 가이드라인 개선에 한 연구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mprovement of the Guideline for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ungsoon Yoo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해역이용행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 피해 감  이해상충의 조정기능이 강조
되고 있으며, 해역이용 의 건수  80%를 차지하는 공유수면 ·사용에 한 
평가  의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해양환경 리법에 근거한 해역이용
의제도의 시행을 해 해역이용자가 의서를 작성할 때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
인의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 인 의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내용의 개
선을 제시함. 구체  주요 사항으로는 기존의 평가항목들을 상 행 별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항목, 항목, 제외의 3가지로 재구분하여 의서 작
성시 효율성을 제고하고 간  스코핑 효과를 달성하도록 함. 한 의서 작
성시 개선이 필요한 각 항목의 조사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
함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의제도 운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함.

ABSTRACT
  
As the sea area utilization acts continues to increase, the institutional 
function to reduce the environment impact and to resolve the conflicts have 
been emphasized. Especially, the standards of evaluation and conference for 
the occupancy or use permit of public waters that is over 80% of total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are needed in detail. This article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guideline for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to be 
operated more effectively reclassifying the evaluation items into general, 
priority and exceptional items with consideration for the environmental 
characters by subjected activity and improving the investigation of each 
item.

 K e y w o r d s  :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ea area utilization agreement, evaluation items, 

evalua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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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Effort on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focusing on Coast and Sea 

Level Rise

Kwangwoo Cho, Haemi Lee(Korea Environment Institute)

 ABSTRACT
Korea’s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represents a comprehensive 

attempt to fundamentally transform Korea's growth paradigm from one based 

on quantitative growth to one based on low-carbon, qualitative growth. On 

January 13, 2010,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as 

also enacted to establis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es for aligning national 

and local rules and regulations to further the overarching vision of green 

grow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2011~2015) was 

published on October 12, 2010. These strategies are aimed at adapting to 

climate change in a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anner at the national level. 

To achieve the vision of "building safe society and supporting green growth 

through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e strategies are composed of specific 

countermeasures for the seven fields including coast/fisheries, public health, 

disaster reduction,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s well as three 

supportive activities to facilitate climate change adaptation including the 

monitoring and predicting of climate change.

The presentation summarizes the recent efforts of Korea on the impact 

assessment and institutional adaptation strategies of sea level rise by global 

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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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y 분석법에 의한 해양환경 향평가
이석모(부경 학교 생태공학과)

요 약

기존의 환경 향평가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향을 경제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해양과 같은 자연환경의 경우 시장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수

요와 공 에 따른 가격도 결정될 수 없다. Emergy는 자연환경의 역할과 인간 경

제활동을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단 로서 에 지 법칙에 따른 과학  근법이

다. 해양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비롯한 각종 자원은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용된 

에 지에 의한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자원에 한 과

학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때 각종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손실을 경제  편익

과 동시에 평가하여 실질 인 공공의 복리를 최 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

을 이룰 수 있다. Emergy 분석법은 환경 향평가 외에도 자연자산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환경정책평가와 녹색 GDP 계산에 응용될 수 있으며 경제학  분석의 결

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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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량 기반의 포  환경 향평가 기법의 개발  용
이희수, 박종천, 정세민(부산 학교), 송무석(홍익 학교), 범수(한국해양 학교), 유정석(한국해양기술)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chnique based on CO2 Emission

H.S.Lee, J.C.Park, S.M.Je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M.S.Song (Hongik University), B.S.Hyun 

(Korea Maritime University), J.S.Yu (Korea Ocean Engineering & Consultants Co., LTD)

요 약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  하나로 지목되는 등 지구 환경

에 막 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의 인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개발 행 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한 규제  이에 따른 환경 향평가의 필

요성이 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 향평가 기법은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

출에 의한 환경 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

향평가 과정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환경 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환경 향평

가 단계를 추가하여 개선 방안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Keywords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포
 환경 향평가),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 Ecological 

footprint(생태학  발자국), Inclusive impact index(III, 포  환경
향평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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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에 지  연안 개발에 한 해양환경 향평가 기법 개발
박종천, 이희수, 정세민(부산 학교), 송무석(홍익 학교), 범수(한국해양 학교), 유정석(한국해양기술), 

조 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chnique for 

Development of Marine Energy and Coastal Space

J.C.Park, H.S.Lee, S.M.Je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M.S.Song (Hongik University), B.S.Hyun 

(Korea Maritime University), J.S.Yu (Korea Ocean Engineering & Consultants Co., LTD), K.W.Cho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요 약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  하나로 지목되는 등 지구 환경

에 막 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의 인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개발 행 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한 규제  이에 따른 환경 향평가의 필

요성이 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 향평가 기법은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

출에 의한 환경 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

향평가 과정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환경 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환경 향평

가 단계를 추가하여 개선 방안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Keywords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환경 향평가), 해
양에 지(Marine energy), 연안 개발(Coastal development), 
Ecological footprint(생태학  발자국), Inclusive impact index(III, 
포  환경 향평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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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식 력발 장치의 자유도에 따른 
                      내부유동특성 연구 

                         김병하, Joji Wata, 김창제, 이 호(한국해양 학교)

 Study on Response Performance and Internal Flow 
characteristics for different degree of freedom in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B.H Kim, Joji Wata, C.J Kim, Y.H LEE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횡류수차 개념을 이용한 부유식 력발 장치연구의 하나로 부유

체 거동에 따른 내부유동의 이동을 실험  CFD를 통하여 평가 하 다. 실험
은 축소모형을 조 장치를 이용하여 거동을 시키고 자유도를 구속시켜 부유체 
내부 챔버의 물의 이동을 찰 하 고 CFD를 통하여 내부유동의 거동을 살펴
보았다. 조 장치에서의 실험결과 축소모형의 heaving을 구속하지 않았을 경
우 력발 기 내부의 유동이 터빈의 구동에 알맞은 유동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research aims for the study of the flow inside the double 

hull structure of wave power generator. The power development is 

achieved by the rotation of the built-in cross-flow turbine in 

the middle of the two caisson. The movement of the inner hull in 

both ends causes a column of water rise and fall periodically in 

the caisson causing bi-directional flow. The cross-flow turbine, 

with the nozzle structures on the both sides, uses this water 

movement to rotate in one direction only. In wave generator 

design, strength of the internal flow due to the motion of the 

hull is very important.

                Keywords : Floating wave energy device(부유식 력발 장치), 
Floating test(부유체 시험), Cross Flow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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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발 기와 연성된 원통형 부이의 시간 역 수직, 종 운동 해석
김정록, 조일형, 유원선(해양시스템공학과), 고 (풍력특성화 동과정)

Heave and Pitch Motion Analysis of a Cylindrical Buoy Coupled with a Linear 

Generator in Time Domain

J.R. Kim, I.H Cho, W,S Ruy(Department of Ocean Systems Engineering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H.J Koh(Multidisciplinary Graduate School for Wind Energy,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요약

최근 력에 지를 얻기 한 방법으로  흡수식(Point absorber) 력발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랑  수직운동을 하는 부이의 기계  에 지로부터 기에 지를 추

출하기 한 장치(PTO, power take-off)로 선형발 기를 사용하 다. 선형발 기는 스 링, 구자석 그리고 

부이 내부에 고정된 코일로 구성되며, 부이와 구자석의 상 운동에 의해 기에 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때, 상 운동을 극 화하기 한 방법으로 입사  주 수와 부이의 수직운동 고유주 수를 일치시켜 얻은 공

진효과로 수직운동 변 를 증폭하 다. 한 입사 의 주 수가 종운동의 고유주 수와 일치하면 크게 증폭

된 종운동이 수직운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이의 수직과 종방향의 연성된 운동특성을 정확히 이해

하는 것이 력에 지 최 추출을 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이에 작용하는 기진력과 동유체력 계수

를 고유함수 개법을 사용하여 구하 고, 이 계수들을 운동방정식에 입하여 시간 역해석을 실시하 다.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ANSYS AQWA 상용코드를 사용하여 해석결과와 비교하 다. 실제 해상

의 불규칙 를 고려하기 하여 JONSWAP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유의 고와 첨두주기를 바꿔가면서 운동특

성을 살펴보았다. 

ABSTRACT

Recently, the wave energy converter using point absorber type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In this paper, the mechanical energy of an heaving buoy in waves is converted into electrical 

energy by means a linear generator. The linear generator consists of a spring, permanent magnet and 

coil fixed inside a buoy. Electrical energy is generated by relative motion between the buoy and 

permanent magnet. When the incident frequency is close to the heave natural frequency of the buoy, the 

relative motion can be amplified largely due to resonant phenomena. Also, if the incident wave frequency 

occurs near the pitch natural frequency, the relative heave motion could be reduced by the pitch motion. 

Therefore, the understanding of the heave and pitch motion of a buoy can be very important to 

maximize the power output. We calculated the wave exciting forces and hydrodynamic coefficients for 

heave and pitch modes by means of the matched eigenfunction expansion method. Then, time domain 

model was solved for given initial position and velocity of the buoy. The analytical results are validated 

by numerical results using the ANSYS AQWA commercial code. The significant motion characteristics of 

the buoy are investigated with various significant wave heights and peak periods of irregular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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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 1차변환계의 

랑하 을 고려한 구조해석에 한연구
천호정, 손정민, 남보우, 신승호, 홍기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 Study on Structural Analysis of Primary Transduction System of the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under Wave Loadings

                  H.J.Cheon, J.M.Sohn, B.W.Nam, S.H.Shin and K.Y.Hong (MOERI/KIOST)

요 약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는 가동물체형 력발 장치의 한 종류로써 랑에 지가 가동부의 운

동에 지와 치에 지로 직 으로 변환되어 유압시스템을 통해 발 기를 구동함으로 발 효율

이 매우 높다. 하지만, 가동부가 랑에 의해 불규칙 으로 반복되는 외력에 직 으로 노출됨으

로 구조 인 취약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1차 변환계인 가동부

의 안정성을 악하기 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 다. 포텐셜 유동해석을 통하여 가동부의 운동과 

가동부에 부과되는 압을 계산하 고, 계산된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부유체의 변형을 고려

한 선형 정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구조해석시 운동이 발생하는 구조물의 정 해석수행을 해 

성제거법(Inertia Relief Method)을 사용하 다. 포텐셜 유동해석에는 In-House 코드(HOBEM: 

High Order Boundary Element Method)를 구조해석에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 다. 해석결과 다양한 불규칙  조건하에서의 가동부의 변형  응력을 악 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에 진행될 가동부의 보강  최 화에 기본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is a type of Operating Object Wave Energy 

Converter, converting directly the wave energy into kinetic energy and potential energy of the 

operating part, thus driving the generator through the hydraulic system, which makes its 

generating capacity very efficient. However, the operating part being directly exposed to the 

irregularly repeating external force due to the wave, it has a structural vulnerability. In this 

study, we performed a numerical calculation to comprehend the stability of the operating part, 

the first converter of the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Through a potential flow 

analysis, we calculated the wave load imposed on the motion of the operating parts and the 

operating parts, and then, with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 as the limit, we performed a linear 

static structural analysis considering the floating large deformation. We used the inertia relief 

method for the execution of the static analysis of the structure where the motion occurs during 

the structural analysis. We used the In-House code (HOBEM: High 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on the potential flow analysis and the ANSYS, a commercially-used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on the structural analysis. Wi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could 

comprehend the deformation and the stress on the operating parts under various irregular wave 

conditions. This will be the basic data for the reinforcement and the optimization of the 

operating parts proceeding in the future.

Keywords :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 

Wave Energy( 랑에 지), Potential Flow(포텐셜 유동), Structural Analysis(구조해석), 

Inertia Relief( 성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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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의 화석연료의 소비증가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수 에 이르 다. 여기에 원자력에 지의 험성, 고유가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친환경 체에 지에 한 

수요가 증하고 련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체에 지원  해양에

지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재생가능한 청정에 지자원이다. 그  랑에 지는 가용에 지원이 풍부

하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연안에서 규모로 활용이 가능한 재생가능한 정청에 지자원이다.

   랑의 치에 지와 운동에 지를 기계 인 운동에 지로 변환하여 기를 생산하는 력발 장치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는 가동물체형 력발 장치 의 하나로 Fig. 1과 같이 크게 3가지 요소인 수실, 

진자 , 감쇠 으로 구성되어있다. 부유식 구조물의 수실내로 진행 를 유도하여 수실 내 벽면에서 반사된 

에 의해 정상 를 형성하며, 이 정상 의 마디 부 에 진자 을 설치하여 랑에 지를 진자의 왕복운동으

로 변환하여 발 하는 장치이다. 수실은 입사 를 받아들여 공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다, 진자는 상부

가 수실과 연결되어 왕복회 운동을 통해 랑의 운동에 지와 치에 지를 기계 인 에 지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게 유도된 기계 인 왕복운동을 2차 변환계인 유압시스템과 연계된 발 기를 통해 발 한

다. 감쇠 은 수실뒤에 연결된 얇은 형상의 구조물로써 수실의 운동을 여 발 효율  운동성능을 개선

하는 역할을 한다.(박지용 외, 2012)

Fig. 1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는 1차 변환계의 진자운동을 이용해서 랑에 지의 치에 지와 운동에

지를 기계 에 지로 변환하는 직 변환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에 지 변환효율이 높다. 그리고 높은 가동율

과 규모단지화에 이  등으로 다른 력발 장치와 비교하여 뛰어난 경제성을 가진다. 그러나 랑하 을 

직 으로 달받는 1차변환계인 진자 , 진자축, 베어링, 로터리 베인 펌 등은 충격하 , 반복하 에 상시 

노출되어 운동하고 있으므로 구조 인 취약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설계시 다양한 하 조건에 한 고려가 반

드시 필요하다.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와 련된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보우 외(2011)은 부유

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랑운동 수치해석을 포텐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랑  운동에 한 비선형 시간 역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박지용 외(2012)는 부

유식 진자형 력발  구조물을 축소모형을 이차원 수조시험을 수행하고 진자 과 구조물의 운동을 분석하

여 기본성능을 평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개발 인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1차 변환계의 

구조해석을 통해 다양한 랑하 에서의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 이다. 진자 에 부과되는 

랑하 을 산정하기 하여 포텐셜 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다양한 불규칙  조건에서의 랑하 을 계산하여 

구조해석의 하 조건으로 사용하 다. 정 해석에서 일반 인 자유도의 구속으로는 운동하고 있는 구조물의 

구속조건을 제 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성제거법(Inertia Relief Method)를 사용하여 해석  

발생하는 불평형력을 제거하 다.



2. 랑하 의 계산을 한 포텐셜유동해석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랑에 의해 구조물에 달되는 랑하

을 산정하여야 한다. 랑하 은 유동해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진자형 력발 장치의 진자 과 랑의 

상호작용은 포텐셜 유동이론을 기반으로 수치해석용 모델을 작성하 다. 라 라스 방정식을 풀기 해서 경계

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 BEM)을 사용하 고, 식 (1)과 같이 표 된 경계치문제에 한 분방정

식은 랑그린함수(Wave Green Function)을 이용한 고차경계요소법(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 HOBEM)을 용하여 해를 구하 다. 진자와 수실의 상 운동을 모사하기 해서 등가 스 링을 

이용하 다.(남보우 외, 2011) 진자 에 달되는 랑하 은 고와 주기에 따라 각각 Surge, Heave, Sway

방향의 힘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서, Surge는 부유식진자형 력발 장치의 후방향이고, Sway는 좌우방향, 

Heave는 력방향이다.







  




 

  




          (1)

   포텐셜 유동해석결과 계산된 진자 에 부과되는 랑하 의 일부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불규칙  조건

으로 ITTC 스펙트럼을 사용하 고, Tp(Peak Period)는 4.75 , Hs(Significant Wave Height)는 1m이다. 이

는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실 운용주기와 유사하다.

Fig. 2 Wave Loads acting on the Pendulum Plate(ITTC Irregular Wave, Tp=4.75, Hs=1m)



3. 1차 변환계의 구조해석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 1차 변환계의 구성은 Fig. 3과 같다. 랑하 을 달받는 진자 , 진자의 회

축인 샤 트(Shaft), 회 축을 수실과 고정하는 마운트(Mount), 왕복회 운동을 통해 유압시스템을 구동하

는 베인(Vane)과 스토퍼(Stopper)로 구성되어 있다. 진자 의 폭은 5.2m, 높이는 5.5m이고 샤 트의 지름은 

0.36m이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Primary Transduction System

   구조해석은 변형을 고려한 선형 유한요소해석으로 수행하 다. 유한요소해석은 상용소 트웨어인 

ANSYS를 이용하 다. 해석용모델은 수 228,072개, 요소수 55,658개로 구성되었고 2nd-Order Solid 요소

를 사용하 다. 해석에 AH32 고장력강이 사용되었고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AH32)

Yo u n g 's  M o d u l u s 205GPa

P o i s s o n  Ra t i o 0.3

D e n s i t y 7850kg/㎥

Yi e l d  St r e n g t h 315MPa

   하 조건은 포텐셜 유동해석결과로 얻어진 진자 에 부과되는 랑하 을 이용하 다. ITTC 스펙트럼의 

불규칙 조건을 총 5개의 로드 이스(Load Cases)로 2,000 동안 포텐셜유동해석을 수행하 고, 이때 얻은 

시간에 따른 Surge, Heave, Sway방향으로의 하 값  구조물에 큰 향을 미치는 Surge방향의 값이 

가장 큰 하 을 정 해석의 하 조건으로 사용하 다. 5개의 로드 이스에 따른 하 은 Table 2에 정리하

다.

Table 2 Load Cases

L o a d  Ca s e Su r g e ( KN)

1. ITTC Tp=4.75s, Hs=1m 110

2. ITTC Tp=4.75s, Hs=1.5m 152

3. ITTC Tp=8.00s, Hs=4m -387

4. ITTC Tp=12.0s, Hs=8m -15244

5. ITTC Tp=15.0s, Hs=8m -15879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 1차변환계의 구조해석의 구속조건으로는 성제거법을 이용하 다. 성제거

법을 이용하면 완 히 구속되지 않은 물체에 한 선형 정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각각의 로드 이스에 따른 구조해석결과는 Fig. 4 ~ 8에 나타내었다. 응력은 Von Mises Stress로 평가하

고 구조해석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 다. 

Fig. 4 Stress Result of Load Case 1

Fig. 5 Stress Result of Load Case 2

Fig. 6 Stress Result of Load Case 3



Fig. 7 Stress Result of Load Case 4

Fig. 8 Stress Result of Load Case 5

Table 3 Stress Results

L o a d  Ca s e St r e s s ( M P a )

1. ITTC Tp=4.75s, Hs=1m 0.536

2. ITTC Tp=4.75s, Hs=1.5m 0.741

3. ITTC Tp=8.00s, Hs=4m 1.887

4. ITTC Tp=12.0s, Hs=8m 74.327

5. ITTC Tp=15.0s, Hs=8m 77.423

   구조해석결과 체 로드 이스에 하여 최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1차변환계가 운동을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구조 으로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치 못한 

원인으로 인해 구조물의 운동이 제한될 경우 매우 큰 응력이 발생하여 구조물이 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가혹한 하 조건인 로드 이스5 조건에서 구속조건으로 부과된 성제거법을 사용하지 않고 마

운트의 하단부와 베인부의 자유도를 구속했을 경우 Fig. 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44760MPa이라는 매우 큰 

응력값이 발생함이 확인 가능하 다. 이는 선형 탄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응력값이다.



Fig. 9 Stress Result of Load Case 5 without Inertia Relief Method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 1차변환계의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구조해석에 사용될 하

은 포텐셜 유동해석을 통하여 계산하 고, 진자 에 달되는 하 을 경계조건으로 하는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1) 포텐셜 유동해석을 통하여 진자 에 달되는 하 을 구조물이 운용되는 실용 역에서 극한 역까지 랑

상태에 하여 시간 역해석을 수행하 다. 계산된 진자 에 달되는 하 은 구조해석의 경계조건으로 달

하 다.

2) 운동하는 구조물의 정 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구속조건으로 성제거법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하여 선

형 정 해석상에서도 비구속 문제에 한 수치계산이 가능하 다.

3) 구조해석결과 구조물의 운동이 방해받지 않는 역에서는 최 응력값이 허용응력내에 들었다. 그러나 운

동을 방해받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응력이 발생하여 구조물의 안정성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에서는 선형 정 해석으로만 근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동 해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해석결과

가 도출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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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구조개념설계에 한 연구
                         손정민, 천호정, 박지용, 신승호, 홍기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ABSTRACT 

The floating type wave energy converter has been rated as possessing high efficiency 

of energy-conversion because it absorbs the wave energy directly. However, in actual 

application, the devices are exposed to waves directly, so,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has become a much more important issue. Therefore internal frames should be 

installed to protect the device from unpredictable wave loadings. 

This paper presents a sensitivity study on the structural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he 

WEC. Th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and optimal design of the WEC for operating at 

40m depth in the ocean are included in this paper. Initial optimal design of the 

internal frames is determined based on the maximum stress results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For fulfilling the optimal design, it is recommended that the material 

and the array of equipment and internal frames should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aper.  

Keywords : Floating-type wave energy converter, structural analysis, 

Sensitivity analysis

1. 서 론 

해양에 지는 최근  세계 으로 화석연료고갈로 인한 고유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환경
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신재생에 지 활용 기술  하나로 심과 기 가 커지고 있다. 랑, 조류, 조력 등 
다양한 해양에 지원  랑에 지는 모든 해역에 폭넓게 분포하며, 가용 에 지원이 풍부하고 설치 가능한 
해역이 범 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해양에 지 자원이다. 력에 지의  세계 인 부존
량은 약 2TW로 추정되며, 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Fig. 1에서 보여지는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
의 용 기술을 연구 이다. 

Fig.1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는 수면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기에 지로 변환하는 
가동물체형 발 장치로, 력에 지를 직  이용함으로써 에 지 흡수 효율이 높지만, 력에 직  노출되기 
때문에 구조물이 취약한 단 이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부유체가 운용  구조 으로 안 하게 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범  내에서 수실내부의 격벽배치 최 화하고 구조효율성을 평가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고자 한
다. 설계변수는 길이방향, 폭방향, 그리고 높이방향의 격벽의 개수를 주요변수로 설정하여 완 요인배치법 
(Full factorial design)을 이용하여 총 96개 시나리오에 하여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다. 구조물에 부과되는 
랑하 은 유동해석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정하 인 구조물, 유압장비의 량  계류선의 기장력도 

고려되었다. 민감도해석은 상용유한요소해석코드인 ANSYS를 활용하여 용하 다. 정확한 유한요소의 민감
도가 산출되면, 은 계산량으로 구조재해석을 수행할 수 있고, 상 구조물에서 요소에 정의된 각 설계변수
가 응력  변형감소에 기여하는 정도가 수치 으로 나타남으로서 설계방향 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길이방향, 폭방향, 높이 방향의 격벽간의 간격과 같은 주요 설계 변수가 부유체의 구조 안정성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최 의 수실내부설계가 얻었다. 뿐만 아니라, 부유체의 민감도 값이 주어진다면 
설계자는 설계변수를 조 하여 과도한 변 나 응력을 감소시키는 정확한 설계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a) Top view (b) Side view

2. 연구 상

2.1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를 상 모델로 사용하 다.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는 부
유식 구조물의 수실내로 진행 를 유도하여 수실 내 벽면에서 반사된 에 의해 정상 를 형성하며, 이 정상
의 마디 부 에 진자 을 설치하여 랑에 지를 진자의 왕복운동으로 변환하여 발 하는 장치이다 (박지

용 외 [2012]).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는 수실, 진자 , 감쇠 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실은 입사 를 받
아들여 공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으로 랑하 에 직 으로 노출됨으로서 충격하 과 반복하 으로 
인해 구조 인 취약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모델을 활용하여 상구조의 수실 내부 구조 설
계 인자 산정을 한 매개변수분석을 수행하 다.  Fig. 2는 상구조인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형상 
 주요치수를 나타내었다. 

Fig. 2 Nomenclature for the floating pendulum WEC (Unit: mm)

2.2 수치해석해석모델

상구조의 정 한 수치해석을 해 기하학  모델링, 재료  모델링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Fig. 

3은 진자 을 제외한 수실, 감쇠 의 유한요소모델이다. 력발 장치의 외부두께는 20mm로 길이방향과 폭
방향의 치수에 비해 상 으로 작으며, 일정하기에 굽힘모멘트와 비틀림모멘트가 고려 가능한 4  shell요
소로 구성하 다. 수실과 연결부, 연결부와 감쇠 은 용 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합된 치의 상이한 요
소자유도에 하여 유한요소모델 시 공유 으로 동일하게 구 하 다. 력발 장치의 요소크기 결정은 운
용조건에서의 랑하 에 하여 최 응력값, 최 변형량을 기 으로 요소의 크기를 변화하여 요소개수에 
한 수렴도분석을 통하여 유한요소의 크기를 50mm로 결정하 다 (손정민 외 [2012]). 본 수치해석에 용된 
고장력강의 재료  물성치는 Table 1과 같이 정리 하 다. 그러나 수실내부설계변수에 따른 구조응답 특성인, 
최 응력을 비교하기 하여 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x y

z

Young's Modulus 205.8 GPa

Poisson's Ratio 0.3

Density 7850 kg/㎥

Yield Strength 355 MPa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ig. 3 Finite element model

 



3. 수 실내부 설계를 한 매개변수  산정

3.1 수실내부설계 매개변수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내부격벽 최 설계인자를 산정하기 하여 Fig. 4와 같이 보강이 가능한 
장치의 길이방향, 폭방향 그리고 높이방향을 고찰하 다. 높이방향과 폭방향에 해서는 4 수 으로, 폭방향
에 하여 3 수 으로 정의하 다. 랑하 은 면외방향으로 용되며, 운용조건 (H=2m, T=4.75sec)에서의 선
수  (Heading sea)와 측면  (Beam sea) 2 수 을 고려하 다. 일종의 실험계획법인 완 요인배치법 (Full 

factorial design)을 이용하여 총 96개 시나리오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이러한 시나리오 선정은 실용
인 에서 설계자가 효과 으로 수실내부 설계 시 제안된 변수와 수 에 하여 복되지 않은 조합이라 
할 수 있다. 한 최 응력, 최 변형량, 량 등 랑응답특성치에 하여 내부격벽 최 설계인자의 향 분
석이 용이하다. 

Longitudinal girders

Transverse frames

Elevation frames

x y

z

Fig. 4 A example of internal frame Fig. 5 Boundary conditions

3.2 경계조건

   유한요소해석에서는 경계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강성행렬이 비가역 행렬이 되어버리며, 구조물 자체가 
강체로서 운동하고 어떠한 하 에서도 견디지 못한다. 그러므로 강체운동 (Rigid Body Motion)을 방지하기 
해 최소한의 자유도를 구속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력발 장치의 설계조건  하나인 부유조건을 고려하기 
해 Fig. 5와 같이 수선면에 구조해석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크기의 Spring요소를 사용하 다. (손

정민 외 [2012]) 

3.3 하 조건

   구조 개념 설계를 수행하기 한 필수 하 조건을 선정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조해석을 진행하 다. 

   1)  랑하 :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랑에 의해 구조물에 달되
는 랑하 을 산정하여야 한다. 랑하 은 포텐셜 유동이론을 기반으로 수치해석용 모델을 통해 계산되었
다. 라 라스 방정식을 풀기 해서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 BEM)을 사용하 고, 식 (1)과 같이 
표 된 경계치문제에 한 분방정식은 랑그린함수(Wave Green Function)을 이용한 고차경계요소법
(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 HOBEM)을 용하여 해를 구하 다. (남보우 외 [2011])







 




  

 




        

  

   2) 부유체  유압장비 량: 수실내부 설계 매개변수 별로 부유체 량을 고려하 으며, 유압장비와 진자
의 량은 각 각 120ton, 10ton을 수실 상단 앙부와 진자 축 설계 치에 배치시켰다. 

   3) 계류선의 기장력: 계류선의 기장력은 계류선의 안 성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 의 하나이
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 인 환경하 을 받는 계류선의 최  기장력은 기 수행된 라메트릭 해석결과를 
사용하 다. (정동호 외 [2012])



3.4 구조응답해석 결과

   Fig. 6은 체 수실내부설계 매개변수별 시나리오에 하여 각 길이방향, 폭방향 그리고 높이방향 별 내부
격벽의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최  응력값 향을 분석하 다. 부분의 시나리오에 하여 량이 증가할수
록 즉, 내부 보강재가 많아질수록 최 응력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 에서도 높이방향으로의 격벽
의 개수변화가 길이, 폭방향에 비해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랑하 이 
상구조물에 작용 시 길이와 폭방향은 의 굽힘하 에 지배되고, 높이방향 격벽은 압축으로 인한 의 좌

굴을 막아 다. 이러한 원인으로 높이방향의 격벽의 개수가 강도  변형과 같은 응답거동특성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최 설계인자를 도출하기 한 기 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 응력 
항복응력을 만족하는 설계인자를 조사하 다. 한 모형시험 시 부유체의 배수량이 800ton임을 감안하여, 계
류선, 유압장비 등의 량을 배제한 480ton을 기 으로 설정하 다 (박지용 외 [2012]). 기 을 만족하는 시나
리오를 분석해보면 높이방향의 격벽은 2개일 경우가 가장 두드졌으며, 폭방향의 격벽의 경우는 3개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가, 높이 방향의 경우는 격벽의 개수에 한 향이 가장 미미하 다. 시나리오  기
을 만족하며, 선수  운용조건에서의 응답거동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한 Fig. 7은 폭방향과 길이방

향의 격벽개수에 따른 민감도를 조사하기 해 높이방향의 격벽을 2개로 고정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래
를 살펴보면, 폭방향의 경우 최 응력 감소율이 길이방향보다 민감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3개의 격벽
보다 2개의 격벽이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치에 배치됨으로서, 량과 최 응력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제
시하 다. 뿐만 아니라, 길이방향의 격벽은 개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므로 배제하여도 된다. 이를 통
해, 랑하 에 한 구조응답특성을 고려한 수실내부설계 매개변수는 높이방향, 폭방향, 길이방향 격벽의 순
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The effect of elevation frames (b)　The effect of transverse frames (c)　The effect of longi. girders

Fig. 6 The effects on design parameter in terms of mass

Table 2.The results from the parametric study (m<480ton and 

σY) 

No.

No. of 

Elevation 

frame

No. of

Trans.

frame

No. of 

Longi. 

girder

Mass

(ton)

Stress 

(MPa)

Deflection 

(mm)

25 2 0 0 462.93 318.00 71.08 

26 2 1 0 469.10 292.00 62.92 

27 2 2 0 473.66 277.00 58.93 

28 2 3 0 478.67 298.00 57.41 

29 2 0 2 465.90 318.00 70.13 

30 2 1 2 472.07 293.00 62.32 

31 2 2 2 476.63 277.00 58.46 

32 2 3 2 481.6 297.00 56.99

33 2 0 4 468.86 317.00 63.34 

34 2 1 4 475.03 293.00 58.95 

35 2 2 4 479.60 278.00 56.50 

36 2 3 4 484.60 298.00 55.54

Operation condition (T=4.75s, H=2m, Hea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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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s. 6-7을 통해 랑하 의 고가 2m, 주기가 4.75sec인 선수 에서의 수실내부 최  격벽 배치가 제시
되었다. 그러나, 랑하 은 크기와 방향이 측이 어려우므로, 운용조건 뿐만 아니라, 다른 랑하 에서도 
설계변수에 따른 구조응답특성  구조안정성을 검증되어야 한다. 동일한 고에서의 주기별 구조응답특성을 
조사한 결과 수실 공진주기인 6sec일 경우, 입사각이 90도에서 가장 큰 응력값을 보 다 (손정민 외 [2012]). 
그러므로, Fig. 8에서와 같이 사 일 경우와 수실공진주기에서의 설계변수에 한 민감도조사를 수행하 다. 
그래 를 살펴보면 기 수행된 결과와 동일하게, 수실공진주기인 6s일 때 가장 큰 구조응답 특성을 보 으며, 
6s  일 경우 선수 가, 4.75s일 경우 사 의 응답특성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랑하 응답특성은 각 주기와 
향에 따라 상이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민감도는 수실내부설계 매개변수는 높이방향, 폭방향, 길이방향 격벽 
순으로 이  결과와 동일하다. 한, 제시된 최 설계인 2개의 높이방향격벽과 2개의 폭 방향 격벽을 가지는 
구조물이 허용응력 내에 듦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운용조건인 랑하 의 고가 2m에서의 
조건으로 기구조 개념설계안을 제시하며, 향후 극한 조건에서의 구조안정성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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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effect of elevation frames (b)　The effect of transverse frames (c)　The effect of longi. girders

Fig. 8 A comparison between the number of internal partition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에 하여 상용유한요소코드를 이용하여 내부격벽 최 설계인
자를 도출하 다. 설계하 으로는 랑하 , 자체 량, 계류선의 기 장력을 고려하 다. 길이, 폭, 높이방
향의 격벽의 개수와 배치에 해 최 응력특성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 다. 총 96개 시나리오를 완
요인배치법 (Full factorial design)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높이, 폭, 길이방향의 격벽 순으로 구조응답특성
에 민감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 인 측면과 항복응력을 만족하는 최 설계는 2개의 높이방
향격벽과 2개의 폭 방향 격벽임을 도출하 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내용은 향후 설계자로 하여  보다 효과
으로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의 최 구조설계를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한, 

극한조건에서도 안 성 평가 기 치를 만족하고, 량최소화를 목 함수로 고려하는 최 화해석이 이루어지
면, 보다 실용 인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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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력발 구조물의 운동 감부 형상설계에 한 
실험  연구

박지용, 남보우, 홍사 , 신승호, 최성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perimental Study for Motion Reduction Structures of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J.Y. Park, B.W. Nam, S.Y. Hong, S.H. Shin and S.K. Choi
                 

요 약
해양에 지에 한 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활한 심해의 높은 해양
에 지  도를 활용하기 해 부유식 력발 구조물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부유식 력발 구조물의 운동은 발 성능에 요한 
향을  미치며, 이에 구조물의 형상 최 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에  연구되고 있는 부유식 력발 구조물  하나인 진자형 력발 구조
물을  목표구조물로 하여 운동 감부 형상설계를 통해 운동응답특성을 최
화  하려 한다. 이를 해 감쇠 을 설치하여 부가 항과 감쇠력을 변화

시키고  부력재를 부착하여 복원력을 증가시켜 운동을 변화를 확인하 다. 
실험을 통해 운동응답특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 으며, 본 연구를 통해 
부유식 력발 구조물의 형상을 최 화하고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Keywords :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부유식 력발
장치), Motion reduction structure(운동 감부),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진자형 력발  장치), Model 
experiment(모형 실험) 

1.  서 론

   력에 지는 다른 신재생에 지에 비해 매장량이 풍부하고 해양의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에 
그에 한 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력발  구조물에는 진동수주형, 월 형 가동물체형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가동물체형 력발 구조물에 해 주목하 다.
   가동률이 높아 효율 이며 설비비가 게 드는 부유식 가동물체형 력발 시스템은 랑하 의 
반복 인 입사에 의해 내구성이 낮고 랑 하 에 따라 발 성능이 민감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랑에 지 도가 상 으로 낮은 우리의 환경조건을 극복하고 력발 장치의 활용을 해 내구성

을 향상시키고 랑  운동의 최 화를 통해 발 성능을 높인 부유식 가동물체형 력발 구조물이 
그 해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유식 가동물체형 력발 구조물의 고효율 발 의 달성과 극한 
환경에서 내구성 확보를 해 운동 감부 형상 설계에 해 연구하 다. 

Fig. 1 Floating pendulum wave 

energy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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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기존의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운동 감부 설계를 고려하여 력발 구조물의 운동 감부 형상설계
를 통해 운동을 감하려 한다. 구조물의 고유주기를 이동시키기 해 부력재와 감쇠 을 통해 구 하
다. 구조물의 흘수선 근방에 부력재를 설치하여 복원력 변화시켰으며, 구조물 바닥  측면에 감쇠

을 설치하여 부가질량  감쇠력을 변화 시켰다. 설계된 운동 감부의 실제 운동 감성능의 분석을 
해 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 인 부유식 진자형 력발  구조물(Fig. 1)을 기본 형상모델
로 하여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련하여 최근의 연구에서 수치해석 으로 분석하 으며(Park, 
2013) 본 연구에서 이러한 수치해석  근의 보완과 검증을 해 표 인 형상에 한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하 고 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형상을 검토하 다.

2. 본 론 

2.1 부유식 진자형 력발  모형시험

   부유식 진자형 력발 구조물의 형상은 Fig. 1과 같다. 구조물 본체 역할을 하는 부유체가 있으며 
입사 의 에 지를 흡수하는 진자 이 수실 내 설치되어 있다. 부유체의 후면에는 감쇠 이 설치되어 
구조물의 운동을 감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기본 형상의 운동에 한 수치해석 , 
실험 연구를 진행하 고(박지용, 2012), 랑  과도한 구조물의 운동이 확인되어 추가 인 운동 감
의 필요성을 확인하 다(Nam, 2012).
   본 연구에서는 력발 구조물의 본래 형상은 유지한 채 추가 인 형상을 통해 구조물의 운동을 
감하고자 하 고, 실험 구조물의 크기와 운동 감부 치는 Fig. 2와 같다. Fig. 3은 실험을 수행한 

구조물 들의 흘수선 아래 형상을 나타내었다. 부력재와 감쇠 은 기본구조물의 측면과 후면에 각각 개
별 으로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한 뒤, 둘 다 설치된 구조물을 통해 그 향을 분석하 다.
   부력재와 감쇠 의 비는 5cm로 하 으며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부력재
의 높이는 실험에 사용되는 입사 의 고를 고려하여 수면을 기 으로 아래로 7cm 높이로 제작하
다. 감쇠 은 부력의 증가에 의한 향을 배제하기 해 6 mm 두께의 으로 제작하 다. 

실험 개요

   부유식 력발  모형시험은 조 가 가능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 랜트연구소의 이차원 
회류수조에서 수했되었다. Fig. 4와 같이 기존의 설계 형상의 1/30 축소 모형 구조물을 스 링을 이용
해 계류하 다. 부유 구조물의 6 자유도 운동 찰을 해 본 연구에서는 비  학 운동 계측시스
템을 사용하 다.
   실험을 수행한 입사 의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이차원 수조의 조 성능을 고려하여 규칙 의 주
기는 실해역 주기 기 으로 4 에서부터 15 까지 1  간격, 고는 실해역 고 기 으로 0.9 m, 1.5 
m, 2.1 m 3가지를 고려하 다.

Fig. 2 Profile of basic model, unit: cm



Fig. 3 Shapes of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with motion reduction plate

    Fig. 4 Installation of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in the water flume

Table 1 Incident regular wave condition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상호 비교 검증을 해 포텐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고차경계요소법을 통해 랑 
 운동해석을 수행하 다. 랑그린함수를 이용한 고차경계요소법을 용하여 주 수 역 수치해를 

구하 으며 9  2차 사각요소를 이용하 다. 경계치문제에 한 특이 주 수 제거는 Hong(1987)의 
방법을 따랐으며 이에 한 검증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Choi et al., 2000).

2.2 실험 결과  분석

기본 구조물 운동

   부유식 진자형 력발  구조물의 운동 감부를 검토하기 에 기본 구조물의 운동성능을 분석하
다. 기본 구조물을 이차원 수조 내에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여 정면 에 따른 상하동요와 종동요를 
찰하 고, 수조에 수직하도록 설치하여 측면 에 따른 구조물의 상하동요와 횡동요를 찰하 다. 

실험결과는 벽이 없을 때 구조물의 수치시뮬 이션 결과와 상호 비교 검증한다. 
   Fig. 5는 규칙 의 주기와 고를 변화에 따른 정면 와 측면 에서 부유 력 구조물의 운동을 나
타낸다. 상하동요 결과에서 정면 와 측면 에서 모두 5 와 8 에서 과도 응답이 보인다. 8  부근에
서 종동요와 횡동요 한 과도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주기 8 가 구조물의 고유주기임을 알 
수 있으며 공진에 의해 과도응답이 발생하 다. 
   수치해석과 실험을 통한 운동해석 결과 체 인 경향과 크기가 잘 일치하나 종동요의 4  부근과 
상하동요의 14  이상의 장주기에서 서로 차이가 발생한다. 수치해석의 종동요 4 에서의 과도응답은 



수실 내부에 입사의 장과 수실 길이에 의한 공진으로 종동요를 가진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실험결과를 통해 수실 내 공진을 찰하 으나, 종동요를 가진하기보다 수평방향의 운동을 가진하여 
종동요 값에 큰 향을 주지 않았다. 15  부근 장주기에서는 수실의 벽면효과에 의해 수치해석 결과
에 비해 과도한 운동이 찰되었다. 

Fig. 5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of 

basic structure motion 

부력재 설치 구조물 운동

   후면과 측면에 부력재를 각각 설치하 을 때와 둘 다에 설치하 을 때 구조물 운동은 Fig. 6에 도
시하고 있다. 수선면 의 증가로 구조물의 복원력이 증가하여 8 에 있던 종동요 고유주기가 부력재의 
추가로 인해 8 에서 7 와 6 로 차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주기 변화의 에서 측면 
부력재보다 후면 부력재가 종동요 감에 더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후면과 측면 부력재를 같이 설치
하 을 때는 후면 부력재만 설치하 을 때 종동요 값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측면 에 의한 횡동요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종동요와 반 로 측면 부력재에 의한 효과 지배 임
을 확인 할 수 있다.  상하동요는 정면 와 측면  실험 모두 고유주기가 차 짧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상하동요 복원력은 수선면 에 비례하기에 수선면 의 크기순서인 기본 구조물, 후면 부력재 
구조물, 측면 부력재 구조물, 후면과 측면 동시설치 구조물 순으로 짧아졌다. 그러나 횡동요와 종동요
의 변화에 비해 상 으로 부력재 설치의 향은 작다.

감쇠  설치 구조물 운동

   구조물에 감쇠 의 설치를 통한 운동 변화는 Fig. 7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종동요는 고유주기가 
후면 에 의해 8 에서 9 로 길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측면 감쇠 을 설치하 을 때는 종방향 
운동의 부가질량 증가효과가 크지 않아서 고유주기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감쇠력의 증가로 인해 
체 종동요의 크기는 감소하 다. 측면 에 의한 횡동요의 변화는 2m의 구조물 폭 변화가 길이 변화

에 비해 상 으로 큰 값이므로 종동요에 비해 두드러진다. 그러나 감쇠 에 의한 구조물의 고유주기
는 이동과 함께 구조물이 받는 랑 하 의 증가로 고유주기에서의 횡동요의 증가하 다. 후면 감쇠
에 의한 횡동요 감 효과가 측면 감쇠  보다 지배 임을 확인하 다. 상하 동요는 감쇠 이 부력재 
보다 효과 으로 운동을 변화시켜, 부가질량의 증가로 인해 고유주기가 1~2  정도 길어졌으며, 감쇠
력의 증가로 인해 체 입사  주기에서 운동 감이 찰하 다.



Fig. 6 Motions in regular wave with restoring plate 

(H = 1.5 m)

 

Fig. 7 Motions in regular wave with damping plate

(H = 1.5 m)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력발  구조물의 운동을 감할 수 있는 형상 설계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부력재와 감쇠 을 통해 운동 특성을 변화시키려 하 다.

   설계한 운동 감부의 성능분석을 해 부유식 진자형 력발  구조물을 통한 실험수행 결과, 부력
재에 의해 폭방향 길이의 25% 증가는 종동요 고유주기를 25% 감소시키고, 길이의 10% 증가는 횡동
요 고유주기가 25% 감소 시켰다. 감쇠 에 의해 고유주기가 길어지는 것을 찰하 다. 구조물의 1/4 
크기인 감쇠 은  주기에서 운동 크기를 10~30% 감소시켰으며, 특히 횡동요의 감에 두드러진 
향을 미쳤다.
   본 부유식 력발 구조물의 운동 감부 형상설계연구를 통해 규칙 랑 에 만족할만한 운동 감 
성능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두 가지 운동 감부 형상에 해 두 방법을 목시켜 보다 효
율 인 형상을 제안하기 해 추가 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한 보다 실 인 불규칙 랑  운
동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검토하며, 부력재와 감쇠 의 크기와 설치 치에 한 최 화된 형상을 제
안할 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 인 력발 구조물의 운동 감부의 최 화된 설계를 제안할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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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해상풍력발 기 하부구조의 설계  설치를 한 
시뮬 이션 기술

송창용, 김우 , 차주환 (목포 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Simulation Techniques for Design and Installation of Fixed Type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s

C.Y.Song, W.J.Kim, J.H.Cha (Dept. of Ocean Engineer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5MW  고정식 해상풍력발 기의 안 한 운용을 하여 설치해역의 조류와 랑을 고려
한 해양환경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하부구조물의 동 하  응답특성을 검토하 다. 검토 상 하
부구조물은 Monopile, Dolphin, Jacket 형식이며 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기반
의 수치조 수조 상에서의 동 응답을 산정하고,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기반으로 한 
탄성효과를 고려하여 동 하  응답결과를 산정하여 하부구조물의 형식에 따른 응답특성을 비교 검토하
다. 설치 시뮬 이션과 련하여 해상크 인을 이용한 고정식 해상 풍력 발 기 하부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에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동  거동을 분석하고 간섭 여부를 확인하 다. 다물체 동역학 기반
의 운동방정식을 구성하 으며, 유체정역학 힘, 유체동역학 힘, 계류력 등의 외력을 고려하 다. 한 해상
크 인과 고정식 해상 풍력 발 기 하부구조물 사이를 Tagline으로 연결하여 비례 분미분(PID: 
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동  거동을 완화시키고 간섭을 회피하는 등의 안
 설치 작업 가능성을 확인하 다.

 Keywords : Numerical wave tank(수치조 수조), Fixed type offshore wind turbine substructures(고정
식 해상풍력발 기 하부구조), Dynamic response(동 응답), Finite element method(유한요소법), 

Multi-body dynamics(다물체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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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의 연성해석 기법 고찰
김 경 환, 홍 기 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Review of Coupling Analysis on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K.H.Kim, K.Hong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해상풍력의 연성해석에 한 고찰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고정식 풍력발 의 경우, 
블 이드, 발 실  타워가 받는 공력을 고려하여 각 구조물의 구조  거동을 해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풍력발  시스템 자체 거동뿐만 아니라 부유체의 거동이 미치는 향을 연성
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수 이다. 부유체는 랑, 해류, 바람  계류계 등에 의한 복합 인 하 을 받아 
거동하며 풍력 발 기와 상호 연성되어 운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유체의 거동은 풍력발  시스템의 효율
에  직 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유식 해상풍력의 개발을 해서는 시간 역에서의 연성 해석이 필
요하다. 최근 NREL FAST, CHARM3D+FAST, SIMO+RIFLEX+HAWC2, Flex 5, GH Bladed 등의 
수치해석 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이 갖는 하   동 거동 특성을 나열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과 련하여 기존에 개발된 첨단의 수치해석 로그램들이 갖는 장단 을 분석  고
찰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coupling analysis on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FOWTs). In case of onshore wind turbin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aerodynamic 
loadings acting on the blade, nacelle, and tower to analyze the structural behavior of wind turbines. 
However,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coupling effect due to the dynamics of floater as well as the 
dynamics of wind turbine in case of FOWTs. The motion of floater is affected by the wave, current, 
wind, and mooring forces, and it is coupled with the dynamics of wind turbine. The efficiency of wind 
turbine is directly affected by the motion of floater. Therefore, a time-domain coupling analysis 
between the wind turbine and floater is required in the development of FOWTs. Recently, many 
numerical tools have been developed in the world : NREL FAST, CHARM3D+FAST, 
SIMO/RIFLEX+HAWC2, Flex 5, GH Bladed, etc. In the present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loadings 
and dynamic behaviors of FOWTs are present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OWTs, the 
pros and cons of the developed numerical tools are compared and discussed.

          Keywords :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해상풍력), Coupling Analysis(연성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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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Development Planning of Floating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Technologies

K. Hong, K.S. Lee, K.H. Lee, K-H. Kim and J.M. Sohn

Maritime and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IOST

요 약

력과 해상풍력은 해양에 지 에서도 가용량이 풍부하고 모든 해역에 폭넓게 분포하여 규모 

개발이 가능한 신재생에 지 자원으로, 특히 심해는 력  해상풍력 에 지 도가 높고 상 해

역이 범 하여 깊은 수심에 따르는 기술 인 난 에도 불구하고 심이 높다. 력과 해상풍력은 

상 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복합발 에 합하며, 작은 공간에서 상 으로 많은 에 지의 생산

이 가능한 복합발 은 공간이용이 효율 이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에 지원으로부터 력을 생산

하는 복합발 시스템의 설계는 기반구조물의 형화에 따르는 구조  안 성, 력발 기  풍력

발 기와 연성된 계류 부유체 운동의 안정성, 복합 력의 통합제어 등 기술  어려움의 해결이 요

구된다. 본 발표는 심해 용을 목 으로 하는 부유식 력-해상풍력 복합발  기획연구 결과에 

한 소개로서 기술 , 경제  타당성  시장 망을 고찰하고, 핵심기술의 분류  국내외 기술동향

을 악하며, 연구개발 로드맵  추진 략을 제안한다.

ABSTRACT

Wave and offshore wind are considered to be the favorite energy resources among ocean 

renewables for massive development since they are abundant in developable capacity and widely 

distributed in space at most of seas. In particular, they are attractive in deep sea where they 

have the high energy density and large available area though it needs to overcome the 

technical obstacles stemming from deep water depth. Since the feasible fields for wave and 

offshore wind agree with each other, they fit for a hybrid power generation which enables an 

efficient space utilization by producing large power in small area. However, the design of a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requires to solve technical problems of structural safety of the 

basic frame with very long slender components, dynamic stability of the moored floater coupled 

with wave energy converters and wind turbines, and integrated control of hybrid powers. In 

this presentation, we introduce results of the planning study on a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for the deep sea application, which include analyses of technical and 

economical feasibilities and market prospect, identification and state of the art review of key 

technologies, and a propos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oadmap and driving strategy.

Keywords : Renewable Energy(신재생에 지), Ocean Energy(해양에 지), Wave Energy 

Conversion( 력발 ),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부유식 해상풍력발 ), Hybrid Power 

Generation(복합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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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약 응 선박평형수 배출량 분석 시스템
김은찬, 오정환, 이승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The Analysis System of Ballast Water Discharge Preparing for Implementation 

of the IMO Convention
Eun-Chan Kim, Jeong-Hwan Oh, Seung-Guk Le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IMO 선박평형수 리 약에 의한 항만국에의 선박 평형수 리를 해서는 

선박평형수 배출에 한 총량과 빈도를 악해야 한다. 한국의 선박평형수 리법

은 IMO 약이 발효가 될 경우 모든 입항선박에 해 선박평형수 배출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선박평형수 배출 보고서는 아직 법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각 항

만에서의 선박평형수 입배출량을 직  추정할 수는 없다.선박평형수 입배출량은 

순 화물 재량의 경험  비율을 곱해주어 추정할 수 있다. 화물량 재 정보는 

SP-IDC 데이터베이스의 운항 자료로부터 얻는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평형수 배

출에 한 보고서  분석 시스템에 해 고찰하고 2011년 국내 항만에서의 선박

평형수 입배출 추정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For the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discharge by port state 

according to the 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amount and frequency of ballast water discharge. The Law 

of Ballast Water Management of Korea demand to all of incoming ships the 

report of ballast water discharge when the IMO Convention will coming into 

effect. The reporting of ballast water discharge is not yet mandatory by law, 

and we can not directly estimate the amount of ballast water uptake or 

discharge in each ports. The amount of ballast water uptake and discharge 

can predicted by multiplying the empirical ratio by the amount of net cargo 

loading. The information of net cargo loading is provided by the shipping data 

based of SP-IDC Data Base. This paper considers the reporting and analysis 

system for ballast water discharge, and presents predicted statistics of ballast 

water upload and discharge at the ports of Korea in 2011.

K e y w o r d s  : Ballast Water(선박평형수), Discharge(배출), Port State(항만

국), IMO(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국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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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처리를 해 사용되는 산화제 농도구배가 Artemia의 

사멸효율에 미치는 향
박용석, 손동 , 이기성, 이지혜(테크로스)

The biological efficacy of Artemia sp. under different concentration 
of oxdants, which applied for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Y.S.Park, D.H.Shon, K.S.Lee, J.H.Lee (Techcross)

                 

요 약

“선박의 밸러스트수  침 물의 리  통제에 한 국제 약”이 밸러스트 작업 에 유입되는 비토착 생물

과 병원균의 이용에 의한 험을 방지하기 해 2004년 IMO에 의해 채택 된 이후 시험 기 , BWMS 산

업  각각의 해양 행정 당국은 가능한 BWT 생물학  효능 평가의 속도와 정확성 향상에 심을 보이고 

있다.  

IMO G8 기 에 의하면 시험수 내 50㎛ 이상의 생물종은 1㎥당 100,000개체 이상이 요구되며 시험수 

내 생물 농도가 요구되는 기 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배양된 Artemia salina, Rotifer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 Artemia sp.는 국가공인 인증 시험기 인 NIVA, KORDI에서 사용하며 미국 

공인 시험 Protocol인 ETV 기 에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성능평가용으로 추천하는 생물종이다.

이처럼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Artemia sp.는 요한 생물종으로서 이에 한 산화제 

효율에 한 평가가 필요하 다. 따라서 Artemia salina egg  부화된 Artemia salina를 각 산화제 

농도를 달리하여 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결과 Artemia salina는 각 산화제 별 농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검증하 다. 

ABSTRACT

Sinc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was adopted by the IMO in 2004 to prevent risks induced by transfer of non-indigenous 

organisms and pathogens during the ballast operation (Gollasch et al., 2007), the test organisations, the 

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industry, and individual maritime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shown interests in improving accuracy and speed of the available BWT (Ballast 

Water Technology) biological efficacy evaluation onboard. As the effectuation of the convention is 

expected to be imminent, various researchers have been concentrating on improving reliability and 

harmonization of BWT evaluation of test organisations around the world. 

The test condition of IMO G8 specifies that organism bigger than 50 um should be present over 

100,000 ind. m
-3 in the source water. If the test condition is evaluated to be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population density, then cultivated organisms such as Artemia sp. and rotifer are recommended to 

be augmented for the test. Artemia sp. is commonly used test organism by world-recognized test 

organizations such as NIVA and KIOST for the evaluation of biological efficacy. Also, ETV, which is 

an official BWMS test protocol produced by the US EPA, recommends to use Artemia  sp.

As Artemia sp. is an important organism to adjust the condition of source water, the biological 

efficacy of Artemia  sp. was evaluated by applying different oxidants. The contact times of each 

oxidant under different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for eggs and hatched larvae. The viability of 

eggs and hatched larvae showed a variation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oxidants. 

Keywords :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BWMS,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 Artemia sp. (알테미

아), Electrolysis ( 기분해), Sodium hypochlorite (차아염소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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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미생물을 이용한 선박평형수 처리수 잔류독성 평가
이정석, 최태섭, 김성우, 왕건빈 ((주)네오엔비즈), 이기태 (경희 학교)

Evaluation of Residual Toxicity on Treated Ballast Water
Using Bioluminescent Microbes

J.-S. Lee, T.S. Choi, S.-W. Kim, G.-B. Wang (NeoEnBiz Co.), K.T. Lee (KyungHee Univ.)

요 약

선박평형수를 활성물질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수에서의 잔류독성은 활성물질 자체, DBP, 
는 유기물의 함량 등에 따라 다양한 수 으로 발 될 수 있다, 잔류독성이 존재하는 

처리수의 배출을 결정하기 하여 련 화학물질에 한 농도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될 수 있다. 화학물질 분석과는 다르게 발 미생물을 이용하여 잔류독성을 민감
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은 처리수의 배출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수 있을 것으
로 단한다. 따라서 잔류독성평가에 있어서 발 미생물의 민감도  다양한 환경  요
인의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치아염소산으로 처리한 처리수에 하여 발 미생물을 
이용하여 잔류독성을 평가한 결과, IMO가 제시하는 MADC (Maximum Allowable 
Discharge Concentration) 0.2 mg/L as Cl2 이하에서도 잔류독성이 발 되었다. 기존 
기분해를 이용하여 생물사멸 효과를 얻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처리수의 경우 미세조
류보다는 발 미생물이 상 으로 민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발 미생물의 민감도
를 확인하기 하여 선박평형수 처리수에 잔류할 수 있는 다양한 DBP  고농도로 검출
되거나 생태독성이 상 으로 강하다고 측되는 5가지 물질에 하여 발 미생물과 미
세조류를 이용하여 생태독성을 평가하고 민감도를 비교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잔류독
성에 하여 상 으로 민감한 결과를 보여주는 발 미생물을 이용하여 간편하고 신속
하게 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독성평가 기술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단한다.

      Keywords : Bioluminescent Microbes(발 미생물), Ballast Water(선박평형수),

                  Residual Toxicity(잔류독성), Active Substance(활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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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해도평가를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승 국1), 오 정 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evelopment of Database for Risk Assessment of Ballast Water

S.G.Lee, J.H.Oh (KIOST)

요 약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항만에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리하기 해 2004년에 선박평형수 국제

약을 채택하여 발효를 비 에 있다. 이 약의 14개 지침서  G7 지침서에서는 항만 환경 

 선박의 평형수의 해도를 평가하여 해도가 낮을 경우 약의 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해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다양한 련 정보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약에서 제시한 해

도평가 방법은 환경 매칭 해도 평가, 생물종‧생물지리  해도 평가, 종별 특이성 해도 평가의 

3가지가 있는데, 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평가 방법에서 사용될 모든 정보들을 설계에 반 하여 3가

지의 평가 방법에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는 3개의 분류(선박 DB, 생

물 DB, 환경 DB)로 나 어 리하도록 하 다. 선박 DB는 국내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한 

선박정보와 운항정보, 그리고 선박평형수 리 이력 정보를 리한다. 정보는 1년 주기로 갱신하도

록 하여, 최신 정보가 해도 평가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생물 DB는 동‧식물 랑크톤, 서

생물, 원생생물의 정보  해역별 존량 등의 정보를 리한다. 정보는 조사자료  문헌 자료를 

통해 수집되며, 자료가 수집되는 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 다. 환경 DB는 항만별 수온, 염분 등 

항만의 환경 정보를 리한다. 정보는 조사자료  문헌 자료, 그리고 련 기  자료를 통해 수집

되며, 자료가 수집되는 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 다. 재 종별 특이성 해도 평가 방법과 환경 

매칭 해도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히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생물종‧생물지리  해도평가 방법은 아직 정확한 평가 방법이 연구되지 않고 있

지만, 본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한 정보를 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 방법의 용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선박평형수 해도평가에 있어 최신의 정보가 무엇보다 요하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지속 인 리와 정보 갱신이 요구된다.

Keywords : Ballast Water(선박평형수), Risk Assessment( 해도평가), Database(데이터베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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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약 응 선박평형수 지정해역 후보지 설정

오 정 환1), 김은찬, 이승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채 기((주) 략해양)

Study on the Designated Areas for Ballast Water

J.H.Oh, E.C.KIM, S.G.Lee (KIOST), Y.K. Chae (Ocean R&S)

요 약

2004년 채택된 IMO(국제해사기구) 선박평형수와 침 물 리 국제 약이 곧 발효될 것으로 상되

고 있는바, 원활한 약 이행을 하여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모니터링 장치, 처리설비 승인, 해도 

평가  지정해역 설정 등 련 기술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약에서는 외해

에서 선박평형수 교환을 한시 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육지로 부터의 제한된 거리와 수심을 만족하

지 못하는 항만국은 주변국과 의를 통해 선박평형수를 교환할 수 있는 지정해역을 설정토록 하

고 있다 ( 약 B-4 조항). 본 연구에서는 선박평형수 교환 지역 지정에 한 지침서(G14)에 의거하

여, 법 인 측면, 요자원  보호지역, 항해통제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서해, 동해  남해 해역

의 지정해역 후보지를 제시하 다. 한, 각 후보 지역별 항로  선박평형수 배출량 분석 등을 통

하여 선박평형수 배출 향 범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평가하 다.

Summary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 adopted in 2004 by IMO would enter into force soon.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s, monitoring systems, approval of treatment systems, risk 

assessment, and designation of sea areas for ballast water exchange have been conducted. In 

particular, in sea areas where the distance from the nearest land or the depth does not meet 

the limited condition described in Regulation B-4 of the Convention, the port state may 

designate area, in  consultation with adjacent or other states, where a ship may conduct ballast 

water exchange. In this study, based on the guidelines (G14) on designation of areas for ballast 

water exchange, it was proposed some candidates for the designated areas in the Yellow Sea, 

the East Sea, and the South Sea of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legal aspects, important 

resources, protected areas, and navigation control. The behavior of the discharged ballast water 

was also assessed by analyzing the shipping route and the quantity of ballast water of each 

candidate area.

Keywords : Ballast Water(선박평형수), Designated Area (지정해역), Ballast Water 

Exchange (선박평형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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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ufacturing System of the Processed Deep Seawater

D.S.Moon, S.W.Lee, K.Soo.Kim, H.Ji, M.Y.Choi, H.J.Jung, S.Y.Yoon, H.J.Won, H.J.Kim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해양심층수 처리수는 “해양심층수 개발  리에 한 법률”에 “해양심층수를 탈염 는 농축 처리하여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미네랄탈염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고 정의되어 있다. 각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제조·가공 기 은 다음과 같다.  해양심층수 농축수의 제조 가공 

기 은 해양심층수 원수을 막여과장치 (역삼투막, 기투석막 등)을 통해 탈염수와 농축수로 분리한 후, 농축

수에서 염부농고가 50 psu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미네랄탈염수의 제조 가공은 농축수에서 기투석장치나 

미네랄침 법과 이온교환수지법으로 미네랄을 농축한 미네랄 농축수와 탈염수를 혼합하여 경도를 해양심층

수 원수보다 낮게 가공한다. 미네랄농축수의 제조 가공은 농축수에서 기투석장치, 증발법, 미네랄침 법  

이온교환수지법 등으로 미네랄을 농축하여 (칼슘+마그네슘)/나트륨 함량비를 1.0 이상 되면서 경도를 해양심

층수 원수보다 높게 가공한다.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의 제조는 농축수에서 기투석장치, 증발법, 이온교

환수지법 는 미네랄 침 법으로 미네랄(칼슘+마그네슘)을 염화나트륨과 분리 추출하거나, 미네랄 농축수를 

증발 건조하여 염화나트륨 성분이 50% 이하이고, 경도성분 미네랄 함량 (칼슘+마그네슘)이 50% 이상이 되

도록 가공 처리 한 고형물이어야 한다.

ABSTRACT

In act on "Deep Ocean Water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e processed deep seawater have 

included the desalted deep seawater, the concentrated deep seawater, the mineral-enriched deep seawater, 

the mineral-enriched desalted deep seawater and the deep seawater brine. The processed deep seawater 

have been produced by desalination and concentration manufacture processes. Each standards 

manufacturing the processed deep seawater are as follows: the concentrated deep seawater have been 

manufactured over 50 psu in salinity, after separating into desalination water and concentration water of 

deep seawater by filtrations device such as reverse osmosis membrane and electro-dialysis membrane.  

The mineral-enriched desalted deep seawater have been processed by mixing the desalted deep seawater 

and the mineral-enriched deep seawater, which hardness are manufactured lower than the original deep 

seawater hardness. The mineral-enriched deep seawater have been produced by processing the 

concentrated deep seawater using electro-dialysis apparatus, evaporation method, mineral precipitation 

method and ion-exchange methods, which hardness is to be manufactured higher than those in the 

original deep seawater and the ratio of (Ca+Mg)/Na is to be higher than 1.0. The deep seawater mineral 

extracts have been manufactured by separation of minerals like calcium and magnesium from sodium 

chloride in the concentrated deep seawater using electro-dialysis apparatus, evaporation method and 

mineral precipitation method, which mineral contents is more than 50% and the contents of sodium 

chloride is to be less than 50%.  

Keywords : Processed Deep Seawater(해양심층수 처리수), Desalted Deep Seawater(해양심층수 처리수 

(탈염수)), Concentrated Deep Seawater(해양심층수 처리수 (농축수)), Mineral-Enriched Deep Seawater(해

양심층수 처리수 (미네랄농축수)), Mineral-Enriched Desalted Deep Seawater(해양심층수 처리수 (미네랄탈

염수)), Deep Seawater Mineral Extracts(해양심층수 미네랄 추출물), Reverse Osmosis(역삼투), Desalination 

of Seawater (해수 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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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해수 1.0 kg에는 평균 으로 965 g (96.5 %)가 물이고 염소이온은 18.98 g (1.9%), 나트륨이온은 

10.556 g (Na+, 1.1%), 황산이온은 2.649 g (SO42-, 0.3%), 마그네슘이온은 1.272 g (Mg2+, 0.1%), 칼슘이온

은 0.400 g (Ca2+, 0.04%), 칼륨이온은 0.38 g (K+, 0.04 %), 탄산 이온은 0.14 g (HCO3-, 0.01 %) 으로, 

이상과 같은 주성분 이온이 3.4% 용존되어 있으며 나머지 0.1 % 는 미량 속이 용해되어 존재하며 총 92 종 

용존물질이 해수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pen University, 1989). 

특히, 해양 심층수란 태양 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부존하는 바닷물로, 연안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표층수와 수온과 도차이에 의해 기 는 지표수 (강물)과 혼합되지 않는 해양물리 인 

구조에 의해, 해양심층수는 인류기원 화학오염물질 (병원균과 비료 농약과 같은 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 유

입원으로부터 구조 으로 차단되어 있어 청정(淸淨) 특성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한 해양 수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양 심층수에는 청정한 4  미네랄(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을 비롯하여, 아연, 셀 , 망간 

등의 각종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질조정 담수화 과정을 통한 천연 미네랄 원료 원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해양부, 2010).

 미네랄의 결핍  과잉은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신체 , 정신  발달을 해하기 때문에, 체

내의 미네랄 밸런스(Mineral balance)를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건강과학15 미네랄, 2004) . 칼슘, 마그

네슘과 칼륨과 같은 미네랄은 신체 구성, 신체 기능 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한 원소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5  양소 의 하나이다 (사단법인 한국 양학회, 2000). 미네랄 성분 에서 칼슘(calcium, 

Ca2+)은 와 치아형성, 근육, 신경  심장의 기능 조 , 액응고 진 등의 기능을 하며, 결핍 시에는 변

비, 골다공증, 발육장애, 경련, 충치, 신경 불안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마그네슘(magnesium, Mg
2+)은 에

지 생성, 신경기능 조 , 비타민 B, E 사의 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결핍 시에는 심장병, 고 압, 신결

석, 불면증, 부정맥, 압, 식욕상실, 근육통, 빈  등이 발생한다. 칼륨(potassium, K+)은 세포내 산염기 평

형 조 , 수분조 , 신경기능 유지, 세포기능 보존, 확장, 뇌의 산소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결핍 시에

는 부정맥, 식욕감퇴, 근육경련, 변비, 피로, 무력증, 당증 등이 발생한다 (Josephin Martin. ph D.RE: , 

1997).  해수 (해양심층수)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은, 잘못된 식이습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미네랄 밸런스

가 무 진 인에게 매우 유용한 미네랄 공 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수의 경우, 상당량의 염분(NaCl)

을 포함하므로, 염분을 제거하는 담수화 과정에서, 유용한 미네랄 성분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함께 제

거되는 문제가 있다 (이승원 등, 2010).

해수의 담수화 방법으로는 증발법, 역삼투막법, 기투석법 등이 있다 (김충환, 2000). 증발법은 해수를 증

발시켜 용매인 물은 증발시키고, 용질은 잔류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며, 역삼투막법은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이온성 물질을 멤 인 막으로 이용하여 염은 배제하고, 순수한 물만 통과시키는 방법이며, 기투석

법은 음이온막과 양이온막을 교 로 배치한 후, 음이온막과 양이온막의 양단에 치한 극에 직류 압을 걸

어, 양이온  음이온을 제거하여, 순수한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문덕수 등, 2005).  한 기존 해수  미네

랄추출 분리 방법은 해수 (심층수)를 증발 농축하여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칼슘염과 마그네슘염등과 같

은 미네랄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수  미네랄을 추출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들 담수화 방법을 사

용할 경우에는, 해수에 포함된 각종 미네랄 성분 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효율 으로 분리하기 어려우며, 

미네랄 성분의 회수율이 낮고 에 지가 많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한 상기와 같은 담수화 방식과 미네

랄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미네랄 염은 음이온인 염소이온(Cl-) 과 황산이온(SO4
2-) 제거되지 않고 양이온과 

결합하여 염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네랄염을 다시 용해하여 미네랄 수를 제조할 때에는 먹는물 수질

기  항목인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이 재용해 되기 때문에 경도 400 이상의 고경도수의 제조가 불가능한 단

이 있다 (김충환 등, 2006; 홍 기 등 2006). 

  본 연구은 해수(해양심층수 원수 는 농축수) 담수화 과정  황산이온과 염소이온은 제거하고 유용미네

랄인 마그네슘, 칼슘은 잔존 시키는 미네랄 수질 조정 기술로 기존 담수화방법의(증발법, 역삼투법(RO) 등) 

문제 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해수(해양심층수) 담수화 과정에서의 기투석(ED), 나노여과

(NF)과 역삼투(RO) 시스템의 복합 인 방법을 사용하여 선택 인 미네랄을 조정하는 단계, 기투석막(ED)

과 나노여과막(NF) 막을 사용하여 특정 물질을 제거 하는 단계, 해수 담수화 과정  최 의 수질조정하여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을 한 공정 연계 시스템 개발에 한 것이다. 



2. 실험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해수(해양심층수 원수 는 농축수) 담수화 과정  황산이온과 염소이온은 제거하고 유용

미네랄인 마그네슘, 칼슘은 잔존 시키는 미네랄 수질 조정 기술로 기존 담수화방법 (증발법, 역삼투법(RO) 

등)의 문제 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Fig. 1의 체공정도에서 설명되어 있다.  

   

Fig.1. The entire manufacturing diagram of the processed deep seawater usning NF / RO / ED 

system

해양심층수 처리수  각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  함수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다. 

1) 해수(해양심층수)를 처리 한 후 1차로 역삼투막 (RO)에 통과시켜 농축수와 생산수를 제조하는 단계, 

2) 해수(해양심층수)를 처리 한 후 나노여과막 (NF) 3기를 사용하여 미네랄 농축수와 생산수를 제조

하는 단계, 

3) 상기 1)의 생산수를 염분 농축조에 넣고, 상기 2)의 농축수를 경도 농축조에 넣고 이온교환막(ED)을 

가동하는 단계, 

4) 상기 3)의 염분 농축조에는 함수가, 경도 농축조에는 미네랄 함량 비 ((마그네슘+칼슘)/나트륨)가 1.0 

이상인  미네랄농축수의 제조 공정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네랄 농축수의 제조 방법은 상기 1) 단계의 역삼투막 (RO)을 이용하여 농축수와 생산수

를 생산하는 공정이외에 해양심층수 원수와 기투석막, NF-RO막을 사용하여 생산수와 미네랄농축수를 생

산하는 단계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  한 미네랄 농축수의 제조 방법은 상기 2) 단계에서 3단 나노여과

막 (NF)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단계에서 나노여과막 (NF) 3기를 사용하는 신 나노여과막 (NF)을 2기 는 

1기로 제조하는 공정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 구  에 따른 미네랄 농축수의 제조 방법은 상기 

3) 단계의 염분 농축조에 해양심층수 원수와 기투석막, NF-RO막을 사용한 농축수를 넣는 공정을 추가로 

포함시켜 생산할 수 있다 (Fig. 2)



Fig.2. NF/RO 3 modules shematic diagram of the device

본 연구에서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 공정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체 공정의 흐름은 해수(해양심층수)를 처리 (모래여과, 속여과막, 마이크로필터 (MF), 침지맴

인필터 (SMF), 울트라필터 (UF) 등으로 여과) 한 해양심층수 (원수) 는 RO (역삼투막) 생산수를 기투석

막 (Electro-dialysis)장치의 염분 농축조에 넣고, 3단 NF막 (Nano filteration)를 통한 NF 3차 농축수를 ED 

( 기투석막) 장치의 경도 농축조에 넣은 후, ED ( 기투석막) 장치에 20mS/cm 의 기 도도를 투입하여 

가동시키면, 염분 농축조에는 함수가 생성되고 경도 농축조에는 미네랄농축수가 생성되어 미네랄 함량이 해

수보다 높으며 (마그네슘+칼슘)/나트륨 의 비가 1.0 이상인 해양심층수 미네랄농축수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처리 과정  나노필터(NF), 울트라필터(UF) 막을 이용하여 황산이온 (SO4
2-)만 제거되고 나머지 염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염소이온 등) 들은 투과된 생산수를 재차 나노필터 (NF)에 2번 더 여과하면 

SO4
2-만 제거되고 나머지 염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들이 농축된 농축수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기존의 공정인 역삼투막 공정은 간단하기는 하지만 농축수의 농도가 낮고 한 농축수 의 염소이온

(Cl
-)과 황산이온 (SO4

2-)의 함유 등의 문제가 있었고 기투석막 공정 (ED)은 농축수의 농도를 역삼투막 공

정에 비하여 높일 수 있으나 미네랄 분리와 같은 순도의 문제가 있었다. 이 둘의 문제 을 해결하고 생산수

율을 높이기 하여 나노필터막 (NF) - 역삼투막 (RO) - 기투석막 (ED) 공정을 복합 으로 결합하여, 1

차 역삼투막(RO) 공정을 통해 고순도의 생산수와 7% 이상 염분농도를 가지면서 염소이온 (Cl-)과 황산이온

(SO4
2-)이 제거된 농축수를 제조하고, 2차 나노필터막 (NF)을 통하여 염소이온과 황산이온(SO4

2-)이 제거된 

생산수을 얻고 , 3차로 기투석막(ED) 공정을 통해 염소이온(C
l-) 등이 제거된 미네랄 농축수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황산이온(SO4
2-)이 얼마나 은가 여부와 염분제거, 그리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함량 균형 여부에 따



라 제조된 물의 품질이 달려있다. 기존의 RO공정에 NF 공정을 설치함으로써 황 성분이 획기 으로 감소된 

고농축수를 미네랄 추출물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추가 으로 ED공정을 통하여 염분 성분을 제거하여 유해

인자를 제거하고  고농도의 미네랄 농축수를 제조 할 수 있었다. 한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을 제거함으로서 

결정화 과정  칼슘, 마그네슘 등을 결정화시켜 다시 용해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는 장 이 있다. 

 

3.  결과  고찰

3.1 나노여과막(NF), 역삼투막(RO), 기투석막(ED)의 분리 특성

   고경도 미네랄 농축수를 만들 수 있는 표 인 방법을 각각 테스트를 하여 표 1에 나타냈다.  먼  RO

시스템 공정은 Toray SU810을 사용하여 압력 50 kgf/cm
2 의 조건을 사용하여 해양심층수 원수를 농축수와 

생산수로 분리했다.  NF시스템 공정은 Toray SU610 멤 인 막을 사용하여 압력 20 kgf/cm
2 의 조건을 

사용하여 농축수와 생산수를 분리하 으며, 생산된 농축수를 한번 더 가동(2단)하여 농축수와 생산수를 얻을 

수 있었다. 2번 가동 하 을 때 회수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D시스템 공정은 Electrolyte 

(0.1N NaNO3), Conductivity (10 mS/cm) 조건을 사용하여 염분 농축조와 경도농축조 모두에 원수를 넣고 

테스트를 진행하 다. 그리고 원수를 성분 분석하여 비교 데이터로 활용하 다.     

Table .1.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proecessed deep seawater using NF, RO and ED and their 

individual ingredients analysis results

  경도/Cl- 농축수 결과를 살펴보면, 원수 < RO < NF 1단 < NF 2단 < ED 순으로 결과같이 크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즉 염소이온이 ED를 통하 을 경우 가장 많이 제거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NF 1단 보다 

NF 2단의 결과 값이 좋음을 그림 1과 같이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인 연계공정을 계획 

할 수 있었다. 



Fig.3. NF membrane separation performance

3.2 나노여과막(NF), 역삼투막(RO), 기투석막(ED)의 복합 연계 공정 시스템

  그림 1과 같이 연계공정 시스템을 구축하 다. 공정  ED의 조건은 0.5N NaNO3,  20mS/cm로 설정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진행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냈다. 

Table 2. The linkage process of RO/NF/ED and NF/ED, and their composition analysis results

  경도/Cl- 농축수 결과를 살펴보면, 원수 < NF/ED < RO/NF/ED 순으로 결과같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한 그림 4에 개별공정  연계공정에 따른 경도/TDS 값을 나타내었다.  



      

Fig.4. Hardness/TDS ratios according to membrane separation processes

  경도/TDS 값은 원수 < RO생산수 < RO농축수 < NF 1단 농축수 < NF 2단 농축수 < ED 경도농축조 

(미네랄탈염수) < NF/ED 경도농축조 (미네랄농축수) < RO/NF/ED 경도농축조 (미네랄농축수) 순으로 값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염소이온 등을 이고 유용성분이 다량 함류 된 고경도 미네랄 

농축수의 제조가 가능하 다.  

4. 결 론

   이 연구는 해수(해양심층수 원수 는 농축수) 담수화 과정  황산이온과 염화나트륨은 제거하고 유용미

네랄인 마그네슘, 칼슘은 잔존 시키는 미네랄 수질 조정 기술로 기존 담수화방법(증발법, 역삼투법(RO) 등)

의 문제 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해수(해양심층수) 담수화 과정에서의 기투석법, 나노여과

법(NF)과 RO시스템의 복합 인 방법을 사용하여 선택 인 미네랄을 조정하는 단계, 기투석막(ED)과 나노

여과막(NF)을 사용하여 특정 물질을 제거 하는 단계, 해수 담수화 과정  최 의 수질조정을 한 공정 연

계 시스템 개발에 한 것이다. 

   해수(해양심층수)의 담수화 과정에서 리 쓰이는 역삼투법(RO)의 문제 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연계 시

스템으로, 추가 으로 처리 공정을 도입하지 않고,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효율 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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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분리식 해수 담수화에서 막투과 성능에 한 온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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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eed Temperature On Permeate Flux During Desalination of 

Seawater by Membrane Separation

K. S. Kim, D. S. Moon, H. J. Kim, S. W. Lee, H. Ji,

H. J. Jung, H. J. W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막분리법에 의한 해수 담수화시 공  원수 온도는 막성능에 향을 미친다. 특히 폐열원을 이용하여 분리

막 투과량을 증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온의 공  원수가 분리막 성능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분석하

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도에 의한 막투과 성능 분석을 해 10℃에서 60℃까지 공  해수 온도를 변

화시키면서 실험을 실시하 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투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물의 성 변화와 막의 변화로 

나 어서 분석하 다. NF 막에서는 온도에 따른 물의 성 변화로 투과량 변화를 측할 수 있었으나 RO막

의 경우는 물의 성변화로 측한 투과량과 실험에 의한 투과량은 60℃에서 30%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

는 RO막이 원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막의 수축이 일어나 공극의 크기가 8%정도 감소함에 기인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막분리식 해수 담수화에서 투과량을 증 시키기 한 온도 상승은 막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범  내에서 효과 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feed temperature has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during desalination of seawater by membrane 

separation. When the permeate flux is intended to increase using the waste he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 of feed temperature precisely on the membrane performance.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membranes by varying the seawater temperature from 10℃ 

to 60℃. The increase of permeate flux with increase of feed temperature was interpreted as the change 

of water viscosity and the membrane itself. While the increase of permeate flux could be predicted by 

the viscosity change in case of nanoflitration membrane, there exists 30%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 data and the prediction by the viscosity change in case of reverse osmosis (RO) membrane, 

which seems to be due to 8% decrease of the pore size in 60℃caused by the contraction of membrane 

with the increase of temperature. Therefore, the desalination of seawater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the 

range that the elevation of temperature does not cause the alteration of membrane itself even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permeate flux. 

Keywords : Reverse osmosis (역삼투), Waste heat (폐열), Desalination of seawater (해수 담수화), 

Flux (투과량), Temperature (온도), Viscosity ( 성), Contraction(수축)

1. 서 론

    세계는 물 무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  해수 

담수화가 가장 유력한 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는 담수 생산에 있어서 여 히 에 지 소

모가 많은 공정이다. 이에 고효율 에 지 담수화 공정이 요구된다. 해수 담수화 방법에는 증발법과 막여과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법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고 증발법에는 다단 래시 증발법과 다  효용 증발법이 있으며 막여과법에는 

역삼투법과 기투석법이 있다. 증발법은 해수를 증발시켜 증기를 만든 다음 그 증기를 냉각시켜 담수를 생

산하는 방식이다. 역삼투법은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 주어 해수  물만 막을 통과시켜 담수를 생산하

는 방식이고 기투석법은 양극과 음극사이에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을 교 로 설치하여 담수와 농

축수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해수 담수화 방법으로 종 에는 증발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 막여과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이동되고 있다. 이는 담수화 과정 시 소모되는 에 지가 가장 작은 공정으로 담수를 생산하려는 

경향을 반 하는 것이다.

   역삼투법은 실제 담수 장에 용하기 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  가장 요한 것은 바로 투

과량의 향상이다. 투과량을 향상시키더라도 에 지 소모량은 크게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투과량은 압력, 

온도, 막오염 정도등에 향을 받는데 가해진 압력을 상승시키려면 그만큼 에 지 소모량이 많아지는 단 이 

있다. 담수 과정  막오염을 낮출 수 있는 막의 개발도 투과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원수의 온도상승은 

투과량의 상승을 가져오는데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면 경제 인 공정이 될 것이다.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원수의 온도를 상승시켜 역삼투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원수 온도 상

승이 투과량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과율 향상을 어떻게 설명

할 지는 미지수이다. 먼  원수 온도 상승이 물의 성 감소를 유도하여 투과량 상승을 유도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투과량은 물의 성에 반비례하는데 온도 상승시 물의 성이 감소하여 투과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Goosen et al. [2]에 의하면 permeance는 성에 반비례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LT2 = (μT1/μT2)LT1                                                          (1)

  여기서 μT는 온도 T에서 물의 성

         L은 Permeance (flux/pressure)

   식 (1)을 이용하여 기  온도 비 permeance 변화량을 구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온도변화에 의한 막의 

변화도 살펴 보았다. 막의 변화는 투과량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막의 운 에 요한 요소이기

도 하다. 막의 pore 내부의 흐름이 Hagen Poiseuille flow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pore 상 인 크기에 한 

측을 할 수 있다[2]. pore의 상 인 크기는 온도와 압력이 표 화된 다음 식에서 구할 수 있다.

   


 ∆
∆

                                                  (2)

   여기서   ,      : 온도 T와 20℃에서 pore 크기

            ,      : 온도 T와 20℃에서 럭스

          ∆  , ∆  : 온도 20℃와 T 에서 압력

            ,        : 온도 T와 20℃에서 성

   Sharma et al. [3]에 의하면 온도에 의한 향은 Arrhenius 식으로 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activation energy가 존재하는 반응에서 반응이 온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해석하 고 온도 보정한 럭

스를 구한 식을 경험 으로 나타내었다.

   TFCS membrane (polyamide, Koch Fluid Systems) :

    ℃

 
 exp





                                      (3)

   DL membrane (polyamide, Osmonics ) :

    ℃

 
 exp





                                      (4)

   여기서    ,  ℃  : 온도 T 와 25℃에서 럭스

   지 까지 온도의 향은 성변화와 막의 변화로 살펴 보았지만 온도는 다양한 요소에 향을 미친다. 

Zhao et al. [4]에 의햐면 삼투압, 성, 물질 달계수, 미네랄의 용해도, 농도 분극 등이 온도에 의해 향 받

는다. 용질 항도(solute resistivit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4].



     


                                                                 (5)

   여기서,   : 막 지지층 두께(support layer thickness)

             : 막 굴곡도 (membrane tortuosity)

            : 확산 계수 (diffusion coefficient)

             : 막 공극률 (membrane porosity)

             : 용질 항도 (solute resistivity)

   용질 항도는 투과량과 한 계를 가지는데 용질 항도가 높으면 투과량이 감소하고 용질 항도

가 낮으면 투과량이 증가한다. Stokes-Einstein equation[5]에 의하면 확산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4⪯n⪯6)                                                 (6)

   여기서,    : Boltzmann's constant

             : 온도

             : 용질의 반경 (radius of solute)

             : 성

   식 (5)와 식(6)을 결합하여 로 정리하면

    


                                                             (7)

   

   식(7)에 의하면 온도가 상승하면 용질 항도가 감소한다. 이는 온도상승이 막 지지층에서 염 이동을 향

상시켜 internal concentration polarization을 감소시켜 투과량 증가를 가져온다. Pohland [6]는 다음과 같은 

경험식을 제시하 다.

   


                                                              (8)

   본 연구에서는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켜 역삼투막 공정에 용시켜 투과율의 변화를 찰하 다. 이는 온

도가 역삼투 공정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용하기 함이다. 한 Goosen 

et al.[2]에 의한 연구에 기 하여 기 온도에 한 투과량 변화량도 측해 보았다. 이러한 온도가 투과율에 

미치는 향 뿐만 아니라 염배제율에도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해수  미량원소의 막 투과율도 온도변

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 보았다. 

2.  실험  분석방법

   

   해수로부터 콜로이드성 입자(미생물, 미네랄 입자 등)에 의한 막오염을 방지하기 해 카트리지형 필터

(catridge depth filter, synopex사)를 사용하 다. 처리 필터는 공극이 10μm이고 재질은 polypropylene이고 

정 압력이 2.0kg/cm2이다.  실험에 사용한 nanofiltration 막 모듈은 국 Vontron사 제품(model 명  

VNF1-4040)으로 최  허용 압력은 42kg/cm
2 다. nanofiltration 막은 polyamide 재질로 길이 1m, 직경 

10cm의 모듈안에 와권형으로 감겨져 있다. 역삼투막은 polyamide 계통의 고분자 막으로서 국 Vontron사 

(model 명 SW21-4040) 제품으로 최  허용 압력은 70kg/cm2이고 실제 운  압력은 45 bar으로 실험하 다. 

모듈당 유효면 은 7.4m
2이고 막 제공회사에서 제시한 염배제율은 99.5% 다.

   실험에 사용된 역삼투막 장치는 Fig.1과 같다. Feed tank로부터 나온 해수는 처리 막을 통과한 후 나노 

필터막을 통과하고 난 뒤 역삼투막을 통과한다. Feed tank는 수  heater를 설치하여 온도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처리 막은 cartridge 형태의 micro filter로서 해수  colloid 성분(미생물, 바이러스, 무기성 colloid 

입자)과 고분자 유기물을 제거하여 후단 막이 colloid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Feed pump는 micro 

filter의 효과 인 여과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장치이다. High Pressure Pump는 반투막의 효과 인 효율을 

발휘하기 한 고압의 압력과 유량을 공 하는 장치이다. R/O 시스템은 Nano module과 R/O module로 구성

되어 있으며 막을 통과한 Permeate와 Concentrate는 각각 분리되어 장되거나 recycle 시켜서 연속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역삼투압 공정에 사용된 원수는 강원도 고성 해역에서 채수된 청정한 동해 심층수이다. 동해 심층수는 

부유입자와 세균의 농도가 고 청정하며 양염이 풍부하며 수온과 염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성을 가

지고 있다[1]. 역삼투압 공정의 성능평가인자로는 운  온도, 운  압력, 회수율, 원수의 농도 등이 있다[1]. 

이 에서 온도에 의한 역삼투 공정의 향을 알아보기 해 원수를 heater로 가열하 다. 원수의 온도는 1

0℃에서 60℃까지 10℃단 로 실험하 다. 역삼투압 공정의 압력은 압력의 향을 제거하기 해45kg/cm
2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원수, 농축수, 생산수는 멀티 미터(Seven Multi, METTLER TOLEDO)

를 사용하여 pH, 기 도도(conductivity), TDS(Total Dissolved Solids)를 측정하 다. 농축수와 생산수 유

량은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환산하 다. 역삼투막을 투과한 생산수에서 Na, K, Mg, 

Ca 등과 같은 미네랄 성분 분석을 ICP-AES (Perkin Elmer Optima 2000DV)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Fig.1 Schematic Diagram of Reverse Osmosis system

3. 결과  고찰

3.1 막분리 공정에서 온도에 의한 투과량 분석

   온도에 따른 막분리 특성을 살펴 보기 하여 동해 심층수 원수를 10℃에서 60℃까지 10℃씩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하 다. 먼  NF (nanofiltration) 공정과 NF 공정 후 RO (reverse osmosis) 공정의 투과량(Flux)

를 구해 보았다(그림 2). NF 공정은 10℃에서 투과량 9.5 LMH, 60℃에서 28.49 LMH를 보 다. NF 막은 온

도에 따라 투과량이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NF막을 통과한 생산수를 RO막에 용 

시켰을 경우 10℃에서 투과량 14.38 LMH, 60℃에서 26.62 LMH를 보 다. RO막 한 온도에 따라 투과량이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원수 온도에 따른 투과량 변화는 실험에 사용된 NF 

막이 RO막보다 격히 증가하 다.  

   다음으로 회수율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구해 보았다.

    


                                              (9)

   여기서,    : 생산수 유량 (permeate flowrate)

              : 농축수 유량 (concentrate flowrate)

   그림 3는 NF공정과 NF 공정 후 RO공정의 회수율을 온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NF 막은 10℃에서 회수율 

7.86 %, 60℃에서 회수율 21.63 %를 나타냈고 RO막의 경우에는 10℃에서 회수율 9.22 %, 60℃에서 회수율 

17.11 %를 나타냈다. 투과량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회수율이 증가하 으나 증가량은 NF 막이 

RO막보다 더 컸다. 그림 2과 그림 3를 통해 NF막과 RO막은 둘 다 온도에 따른 투과량 증가시 회수율도 증

가함을 보 다.



   일반 으로 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물의 성이 감소한다. 물의 성은 막 분리 과정에서 항으로 작용한

다. 즉 낮은 온도의 원수를 막분리할 시 동일한 압력 하에서 고온의 원수를 막분리할 때와 비교하여 투과량

이 감소한다. 그림 4와 5는 온도 상승시 투과량 증가를 해석하기 해 식 (1)에 의해 구한 각 온도별 물의 

성 변화를 고려하여 기  온도 20℃에 한 비를 나타내었다. NF 막의 경우는 성을 고려한 투과량과 실

제 실험값이 거의 일치하 다. 하지만 NF 막을 통과한 RO막의 경우는 성을 고려한 투과량과 실제 실험에

서 구한 투과량 사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RO막의 경우 성을 고려하여 구한 60℃에서 투과량은 

37.53 LMH이지만 실제 실험에서 구한 투과량은 26.62 LMH 다. 이는 RO막의 경우 온도 상승시 물의 성 

감소만으로는 투과량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온도에 따른 막의 변화 역시 투과량에 향을 미친다. 일반 으로 원통을 통과하는 물의 경우 

Hagen-Poiseuille flow를 따른다. 막의 경우 공극은 완 한 원통형이 아니지만 투과량 경향을 알아 보기에는 

충분하다. 기  온도 20℃에 비해 공극의 상 인 크기를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투과량 변화를 기  

온도에 한 공극 크기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식(2)는 공극크기의 변화를 투과량, 압력, 성을 고려하여 

구한 식으로 식 (1)보다는 업그 이드된 식이다. 그림 6은 Hagen-Poiseuille식을 이용하여 구한 상 인 공

극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NF막은 온도변화에 상 없이 거의 일정한 공극 크기를 나타내

었지만 RO막의 경우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공극이 감소함을 보 다. 특히 60℃에서는 20℃의 공극크기보

다 약 8% 정도 작은 공극 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는 온도상승으로 투과량이 상승하지만 동시에 막의 공극 감

소로 인한 투과량이 감소하여 온도상승으로 인한 투과량을 상당부분 상쇄시켜 성에 의한 투과량 상승보다

는 작은 양만큼 투과량이 커진다. 이는 60℃까지 온도상승으로 인한 막 변형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막 교체후 동일한 실험을 10℃에서 40℃까지 하 다. 막교체  온도를 60℃에서 10℃로 변화하면서 실험

한 결과 막의 변형을 가져와서 막 교체후에는 온도를 10℃에서 40℃까지 단계 으로 실험하 다. 막교체 후 

최고 온도를 40℃로 하여 막의 변형을 최소화하 다. 그림 7은 막 교체후 NF 생산수를 RO막에 통과시켰을 

경우 투과량을 나타낸 것이다. 10℃에서는 막교체 후 투과량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40℃에서 

막 교체 에는 투과량이 22.64 LMH 으나 막교체 후 투과량이 30.52 LMH로 증가하 다. 그림 8에서는 막

교체 후 회수율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투과량과 마찬가지로 막 교체후 회수율이 증가하 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해 식(1)을 사용하여 막 교체 후 성에 의한 보정을 한 투과량과 실제 실험에

서 구한 투과량을 그림 9에 나타내 보았다. 막 교체 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림 5) 막 교체 후 성을 고려

한 투과량과 실험에서 구한 투과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40까지 온도변화에 의해 막의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투과량 증가는 단순히 물의 성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막교체 

후 막의 변형을 알아보기 해 Hagen-Poiseuille식을 이용하여 기 온도에 한 상 인 공극 변화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막 교체 에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막의 공극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막 교체 

후에는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막의 공극이 일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막 교체 에는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막의 변형이 일어났으나 막 교체 후에는 막의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막을 통한 염배제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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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원수 농도 (Feed Concentration in TDS)

            : 생산수 농도 (Permeate Concentration in TDS)

    막 교체  후 RO막의 염배제율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막 교체 에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염배제율이 

격히 감소하 으나 막 교체 후에는 감소량이 완화되었다. 이는 막 교체  실험에서는 온도상승으로 인한 

막의 손상으로 염배제율이 격히 감소했으나 막 교체 후 실험에서는 온도가 상승하여도 염배제율이 완만히 

감소하 다.

3. 결 론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다. 즉 온도가 올라갈수록 NF막과 RO막은 투과량이 증가하

다. 이러한 투과량 증가는 물의 성 감소와 막의 변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물의 성이 

감소하여 투과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원수 온도 상승이 막의 변형을 가져왔을 경우는 물의 성 감소로 인한 

투과량 상승을 상쇄시킨다. 막의 변형은 공극의 감소를 가져와 투과량 감소를 유발시킨다. 막의 변형을 최소

화시키기 해서는 막을 일정온도 이상으로 운 해서는 안된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염배제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그 향은 미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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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ux at Different Feed Temperature

Fig. 3 Recovery Ratio at Different Feed Temperature



Fig. 4 The Effect of Viscosity on Nanofiltration Flux

Fig 5. The Effect of Viscosity on Reverse Osmosis Flux



Fig. 6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Relative Pore Size of Membranes

Fig. 7 Flux at Different Temperature Before and After the Exchange of Membranes



Fig. 8 Recovery Ratio Before and After the Exchange of Membranes

Fig. 9 The Effect of viscosity on Flux after the Exchange of Membranes



Fig. 10 The Relative Pore Size Before and After the Exchange of Membranes

Fig. 11 Rejection Ratio Before and After the Exchange of Membranes



감압증발장치와 해수담수화의 조건
지호, 윤성열, 이승원, 문덕수, 김 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Conditions of Desalination with Reduced Pressure Evaporation Device

H.Ji, S.Y.Yun, S.W.Lee, D.S.Moon, H.J.Kim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감압증발장치는 압력을 여주어 물의 끓는 을 낮춰주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에 지 소모량을 일 수 있는 원리로 사용되고 있다. 즉, 온도와 압력의 상 계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감

압증발장치를 이용하여 해수의 온도별 포화증기압을 용하여 증발량 실험을 한 결과 80°C, -40cmHg의 경

우가 가장 많은 증발량을 나타내었으며, 해수의 농도에 따른 factor test의 결과에서는 농도가 짙을수록 증발

량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압력에 따른 factor test의 결과 낮은 압력에서 증발량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 으로 증발량의 요인자는 농도가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하 으며 다음 요인

은 온도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요인으로 압력을 들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감압증발장치를 이용한 담수

화 조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Reduced pressure evaporation applies the principle of lowering water's boiling point by reducing the 

pressure. It uses the relation between temperature and pressure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needed for 

elevating temperature. As the result, the highest evaporation was observed at 80℃ and -40cmHg 

applying vapor pressure depending on different seawater temperatur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concentration in the factor test experiment depending on seawater concentration induced the higher 

evaporation. Also, in the factor test experiment, the amount of evaporation increased as the pressure 

decreased. It is conclud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evaporation was concentration, the second 

important factor was temperature, and the least important factor was pressure. Through this experiment, 

optimized conditions of desalination with reduced pressure evaporation device were verified.

Keywords : Deep Ocean Water(해양심층수), Reduced Pressure Evaporation(감압증발), Vapor 

Pressure(포화증기압), Boiling Point(끓는 ), Concentration(농도)

1. 서 론 

 해양심층수란 “태양 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존재하여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

의 없을 뿐 아니라 연  안정된 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식물의 성장에 필수 인 양염류가 풍부 할 

뿐 아니라 생물(인체)의 구성원소와 유사한 조성을 하고 있는 해수(김 주 등 [2002])로 정의 된다. 수심 

200m 이상에 부존하는 ”해양심층수“는 온 안정성, 부 양성, 청정성 등의 자원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

근에는 이러한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먹는 물로 만들어 상품화하는 사업이 활발히 이 지고 있다.(문덕수 

등 [2004])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강우특성, 지형여건, 국토공간조건과 사회  여건에 따라 수자원을 

이용해 나가고 있지만 부분 지표수의 개발에 치우쳐서 지역간 물 분쟁, 지역사회의 반발, 날로 치솟고 있

는 보상비의 상승,  개발 지의 부족과 도시화·공업화의 부산물인 오염 부하량과 그 종류 증가로 식수원

의 받고 있다.(건설교통부[2001]) 이러한 안으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해양

심층수(해수)를 담수화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역삼투법과 증발법이 표 으로 사용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증발법의 하나인 감압증발(Reduced Pressure Evaporation)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심층수로

부터 담수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실험에 사용 된 감압증발장치는 제염  담수 등을 얻기 해 만들어진 장

치로 압력을 여주어 물의 끓는 을 낮춰주는 원리로, 제염  담수 공정에 소모되는 에 지를 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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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치이다.(문덕수 등 [2012]) 이러한 감압증발장치를 이용하여 농도, 온도  압력에 따른 담수조건을 확

인 하 다.     

2. 해수담수화 실험

2.1 실험 장치

 그림. 1과 그림. 2는 감압증발 실험장치의 개략도  실제 장치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장치는 펌 를 

이용한 자동 순환식이며, 해양심층수(농축수)가 감압 농축기로 들어가 감압·가열되고 다시 순환되어 제염장치

에 염이 쌓이고 증발된 수증기는 냉각기에 의해 응축되어 담수 장탱크로 들어가게 구성되어 있다. 증발되

어 없어진 해양심층수의 양 만큼 자동으로 해양심층수원수 탱크에서 해양심층수를 공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 감압증발장치 도면

그림 2. 감압증발장치



2.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표 1과 같이 온도에 따른 포화증기압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 다. 온도에 따른 포화증기압

을 사용하면 최 의 증발 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 실험이었다. 한 압력, 온도  농도에 따른 

factor 실험을 병행하여 진행하 다. 

온도에 따른 포화증기압

80 ℃ -40 cmHg

75 ℃ -47 cmHg

70 ℃ -52 cmHg

표 1. 온도에 따른 포화증기압

2.2-1 온도 변화에 따른 포화증기압 실험

 염도 4.6%와 7%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표1의 조건으로 온도, 압력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증발

된 증기의 응축을 하여 냉각 장치를 사용하 으며, 냉각수의 온도는 8 ℃로 하 고, 30분 간격으로 담수량

을 측정하 다.  

2.2-2 온도 변화 실험

 염도 4.6%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압력은 동일하게 -30 cmHg로 고정시키고, 온도를 70 ℃와 80℃로 차

이를 두어 각각 실험을 진행하 다. 증발된 증기의 응축을 하여 냉각 장치를 사용하 으며, 냉각수의 온도

는 8 ℃로 하 고, 30분 간격으로 담수량을 측정하 다.  

2.2-3 압력 변화 실험

 염도 4.6%의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온도는 동일하게 80 ℃로 고정시키고 압력을 -30 cmHg와 -40 cmHg

로 차이를 두어 각각 실험을 진행하 다. 증발된 증기의 응축을 하여 냉각 장치를 사용하 으며, 냉각수의 

온도는 8 ℃로 하 고, 30분 간격으로 담수량을 측정하 다.  

2.3 실험결과  고찰

 그림 3은 온도 변화에 따른 포화증기압 실험으로 염도 4.6%와 7%의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결과이다. 가장 많

은 담수량을 나타낸 조건은 염도 7%를 사용하고 온도를 80 ℃로 했을 경우이고, 같은 농도에서는 온도가 증가 

할수록, 같은 온도에서는 농도가 짙을수록 담수량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한 같은 압력에서도 농도

가 짙을수록 담수량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끓는  오름 상이 발생

하고, 이 때문에 포화수증기량은 더욱 증가하는 원리로 설명 될 수 있다.   

그림 3. 포화증기압을 이용한 온도  농도에 따른 담수량                    



 압력 변화에 따른 실험으로 80 ℃의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30cmHg와 -40cmHg로 차이를 두고 실험을 진행

하 다. 그 결과 그림 4를 보면 압력이 낮을수록 담수량이 증가하 으나 그 차이는 매우 음을 알 수 있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실험으로 -30cmHg의 같은 압력에서 온도를 70 ℃와 80 ℃로 차이를 두고 각각 실험을 진행 

하 다. 그 결과 그림 5를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담수량이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압력 변화에 따른 담수량                     그림 5. 온도 변화에 따른 담수량

3 . 결  론

 본 연구는 감압증발장치를 이용하여 담수조건을 확인하고자 여러 가지 factor test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결과 가장 많은 담수량을 나타낸 염도 7%, 온도 80 ℃  압력 -40cmHg의 

결과와 다른 조건의 결과들을 비교했을 때, 같은 온도에서는 농도가 짙을수록, 압력은 낮을수록 담수량이 증

가하고, 같은 농도에서는 온도가 증가 할수록, 압력은 낮을수록 담수량이 증가함을 확인 하 으며. 같은 압력

에서는 온도는 높을수록, 농도는 증가 할수록 담수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담

수화 과정에서의 요 factor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장 요한 factor로는 농도를 들 수 있었고 다음은 온

도이며 마지막으로 압력이 감압증발장치에서의 담수화 조건에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해수의 농도, 온도  압력을 하게 활용하면 담수량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하여 감압증발장치를 이용한 담수화 조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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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Ocean Thermal Energy

H.J.Kim, H.E. Seo, H.S. Lee, D.H.Jung and D.S.Moon
(Deep Ocean Water Application Research Center)

                
요 약

 우리나라는 에 지 자원을 거의 가지지 못하 기 때문에 96.4%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 
에서 많은 부분이 냉난방  탕에 이용되고 있으며, 가정, 형건물, 상업  공공분야의 경우에는 1차에 지
의 66.9%가 냉난방  탕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체 인구의 27%가 거주하고, 산업단지의 71%가 치하
고 있는 연안역(시군구)에서 해수열 등의 미활용열을 이용하여 1/3~1/4로 일 수 있다면 체에 지 수요량이 
반으로 어드는 효과가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 부터, 해양심층수, 연안해수  지하해수 등의 해수온도차에 지를 화석에 지 감수단, 체에 지 
공 수단  이산화탄소 흡수를 해 실용화하는 방안을 해수냉난방  온도차발 을 심으로 국내외 이
용 황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  측면에서 고찰하고, 법제정비  추진정책 측면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종합 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 다. 

ABSTRACT
 Korea imports more than 96.4% of energy source due to its lack of natural energy resource. Most of 
the imported energy is used for heating and cooling and hot water supply. Also, 66.9% of energy from 
primary energy is used for heating and cooling hot water supply for residence, buildings, industry and 
public sector.
 Therefore, if energy could be saved up to 75% by using unutilized heat source like ocean thermal 
energy in coastal areas which is 27% of the total national population lives and 71% industrial complex 
are located, it would be very important effect to cut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n half.
 Ocean thermal energy such as deep, shallow or ground seawater can be a way to save fossil fuel 
energy, supply alternative energy, and release a lot less carbon dioxide. In order to industrialize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 and seawater air conditioning (SWAC) plant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esent state and development direction.
In addition to that, we desire to organize overall essential studies for reorganizing legal matter and 
policy.

Keywords : Ocean Thermal Energy(해수온도차에 지),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해수온도차
발 ), Sea Water Air Conditioning(해수냉난방), 
Blue Infrastructure Build-up(블루인 라 구축)

  
1. 서 론 

   최근,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기에 응하기 한 다양한 목표 설정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목표를 달성하기 한 국제 규약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이 의무화
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배출 망치 비 30% 이상 감축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한, 이를 한 녹색기술로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장기술 뿐 아니라 화
석에 지 이용을 감하고, 신재생에 지 기술개발을 통해 신재생에 지 이용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확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여, 96.4% 이상의 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가정, 형건물, 

상업  공공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1차에 지의 66.9%가 냉난방  탕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체 인구의 27%가 거주하고, 산업단지의 71%가 치하고 있는 연안역(시군구)에서 해수열 등의 
미활용열을 이용하여 1/3~1/4로 일 수 있다면 체에 지 수요량이 반으로 어드는 효과가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약 1.1조kW에 달하는 해양온도차발 을 이용할 수 있다면 안정 인 체에
지로서 신재생 공 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해양심층수, 연안해수  지하해수 등의 해수에 지를 화석에 지 감수단, 

체에 지 공 수단  이산화탄소 흡수를 포함한 고도이용을 통해 그린 인 라를 구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기술개발 방향을 해수냉난방 이용  해양온도차발
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  해수온도차에 지 분포  변동 특성

 해수열원의 이용은 1881년 랑스의 달손벌(J.D'Arsonval)이 해수온도차발 을 제안하면서 처음 제안되
었고, 이는 해양탐사를 통해 알아낸 심층에 존재하는 온수의 특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해수열원으로 이용 가능한 바닷물의 평균온도는 해수면 부근의 상층부는 12.6℃이지만 층부는 3.8℃, 
심층부는 1℃ 이하이다. 한편, 층부와 심층부는 연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태양에 지가 유입되는 
상층부는 그 강도에 따라 도지방에서는 28℃ 이상으로 높고, 극지방에서는 0℃ 내외로 낮다. 우리나라 
해역은 수심 200m 이상의 심층은 약 2도씨로 연  일정하지만, 상층은 계  변화가 커서 8~26℃로 변동
한다[그림 1]. 

   

 여기서, 해수열원으로서 주목할 것은 1)해수온과 기온의 차이  2)상층과 심층수의 해수온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해수온과 기온의 차이는 계 별 냉난방 부하에 응하기 한 자연열의 가용량 면에서 요하며, 
우리나라 동해, 남해  서해 주요도시에 한 해수온  기온의 변동특성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동해
(강릉)의 경우, 겨울철 평균기온은 0℃로 하 4℃까지 내려가지만 해수온은 8~9℃로 차갑지 않은 편이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24℃로 30℃까지 올라가지만 해수온은 22~23℃로 뜨겁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은 
부산, 여수  인천 등 해역에 따라 정도는 달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1년 연  2도씨 이하를 유지하는 해양심층수는 지구상 체 해수의 90%를 차지하는 무한한 양이
며, 연  12~16℃의 온도를 가지는 지하해수는 가용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유용한 해수열원이다.  
  이러한 다양한 해수열원들은 냉난방  제빙, 냉각, 냉장 뿐아니라 발  등에도 이용할 수 있는 막 하
고 청정한 신재생에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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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 연안해수  지하해수 등의 해수열원은 다양한 수요의 열에 지로 이용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는 
열교환기를 이용한 직  냉방  냉장에 이용할 수 있으며, 히트펌 나 냉동기를 이용한 냉난방, 냉동  냉장, 
냉각, 제빙, 건조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연안해수와 지하해수도 마찬가지로 냉난방, 냉장  건조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한, 해양심층수와 표층수(연안해수)의 온도차가 17℃ 이상이거나 발 소, 공장 폐열 등의 미활용 온열
원이 가용하면 온도차발 을 통해 기생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표 인 해수온도차에 지 이용기술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화석에 지 이용 감을 한 해수냉난방 이용기술
  해수냉난방 이용시스템은 여름에는 실내를 냉방하고, 겨울에는 실내를 난방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공기열원식
에 비해 해수를 이용해 효율을 높이는 장 이 있는 설비이다. 즉, 해수열원으로 냉방을 냉수를 만들거나 난방을 
한 온수를 만들어 실내 방출열원을 공 하는 것이다. 여기서, 냉방을 한 9도씨 이하의 냉수나 45 이상의 온수
를 만들기 한 더 차갑거나 뜨거운 해수열원이 있다면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직  냉방 는 난방을 할 수 있으
며, 그 이외에는 히트펌 를 이용하여 효율높게 냉수와 온수를 만들어 공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부존하는 연  2℃의 해양심층수가 가용하다면 열교환을 통하여 직  냉방이용이 가능하
며, 해수온천이라고 불리는 연  45℃의 지하해수가 가용한 곳에서는 난방이용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충분히 차
갑거나 뜨겁지는 않아도 공기열원에 비해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일반 지하해수 는 연안해수를 해
수열원으로 이용하면 히트펌  효율을 높 서 은 에 지로도 냉난방이 가능하다. 
  해수열원을 냉난방에 이용하기 한 냉수와 온수를 만들기 한 히트펌 는 온의 열을 고온의 열로 이동시
키기 해 필요한 장치로서, 해수열과 압축기 일을 이용하여 냉매의 상변화를 유도하고, 그 때 방출되거나 는 
흡수하는 응축열  증발열을 수열체(실내공기 는 온수)에 달하도록 하는 에 지 약형 열원장치이다.
해수냉난방시스템을 용하게 되면 건물에 소요되는 냉난방 에 지를 감할 수 있고, 에 지 약에 따른 탄소 
배출을 감시킬 수 있어 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2) 신재생 체에 지 공 을 한 해수온도차 발 기술
 해양온도차발 은 해수온도차에 지를 기계에 지로 변환하여 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온, 암모니아 등의 
온비등매체(냉매)를 따뜻한 표층수를 이용하여 증발시키고 차가운 심층수로 응축시키는 과정에 냉매 증기의 
유동 에 지로 터빈을 돌려 발 하는 방식이다. 
  해양온도차발 (OTEC)의 사이클에는 크게 폐쇄형, 개방형, 혼합형 사이클이 있으며, 기 생산을 주목 으로 
할 경우에는 폐쇄형, 기  담수 생산을 목 으로 할 경우에는 개방형이나 혼합형을 활용할 수 있다. 
  해양온도차발 은 순수하게 해양심층수와 표층해수간 온도차(17-24℃)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해양심층수와 미
활용열원(태양열, 지열, 공장 폐열 등)간 온도차(30~80℃)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ORC(Organic Rankine Cycle)와 유사하지만 안정된 열침을 사용하여 효율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온도차 랜트라는 장 을 살릴 수 있다.

(3) 해수열원의 다목  이용 기술
 해수열원은 상기 냉난방 이용  온도차 발  이외에도 담수화, 배양수온 조 , 건조, 냉동, 냉장  제빙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담수화는 따뜻한 표층해수를 감압챔버에 넣어서 증발시키고, 증기를 해양심층수로 응축시켜 먹
는물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증기의 유동에 지로 압 터빈을 돌려 기블 생산하면 개방형 온도차발
이 된다. 건조는 감압챔버의 피건조물을 해수열원 히트펌 의 응축열로 가열시켜 수분을 증발시키고, 히트펌 의 
증발열로 제습, 응결시켜 건조하는 방식이다. 제빙, 냉동, 냉장의 경우, 냉동기의 응축열원로 온 해수(해양심층
수)를 이용하고, 증발열로 제빙, 냉동, 냉장시키는 방식으로 효율을 높힐 수 있다. 한, 해수빙의 제조시, 따뜻한 
표층해수보다 차가운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은 에 지로 얼음을 제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원리와 
과정을 생물 배양, 식음료 가공 등에 다목 으로 이용하는 기술들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해외 이용 황
   해수열원의 유용성에 착안하여 1982년 부터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이나 일본에서 지역 냉난방 시스템
으로 이용되기 시작하 다. 스웨덴의 경우, 1.5~2도씨의 온해수를 이용하여, Vaertan 지역에 125~27MW  히트
펌 를 활용한 262MW가 설치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도 4~7도씨의 해수열원을 이용하여 12MW 히트펌 가 설
치되어 운  이다. 일본에서는 1993년부터 후쿠오카 seaside momochi지구, 오오사카의 cosmo area 등에서 지역
냉난방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하 다. 한편, 해양심층수의 직  냉방은 보라보라섬에서 이용 에 있으며, 호놀룰
루, 큐라소 섬 등에서 용을 한 계획 는 설계가 진행 에 있다.

  

  해양온도차발 은 1881년에 랑스의 달손벌(J.D'Arsonval)에 의해 제안된 이후, 1973년 석유 동과 함
께 미국과 일본에서 본격 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하와이에서 1978년부터 암모니아를 이용한 
50kW 해상형 폐쇄순환식 온도차발 랜트 Mini-OTEC 실험을 실시하 고, 1983년에 해수를 이용한 
210kW 육상형 개방순환식 온도차발 랜트의 장기운 실험을 성공하 다. 일본은 동경 력이 나우루
(Nauru)에서 R22를 이용한 100kW 육상형 폐쇄순환식 온도차발 랜트 실험을 실시하 으나 악천후에 
의한 취수  손으로 단되고 말았고, 큐슈 력(50kW), 사가 학(75kW)에 의한 온도차발  시험이 이어
졌었다. 한편, 인도는 암모니아를 이용한 1MW  해상형 폐쇄순환식 온도차발 랜트가 실해역에 설치되
었으나 바아지와 라이 (취수 ) 연결부의 손으로 단되고 말았다. 

 (2) 국내 이용 황
   재, 국내에서의 해수열원 이용은 막 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 보다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에 지 
약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기 투자비가 상 으로 많이 드는 문제와 이를 해소할 만한 정책  지원이 충
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농어업에 지효율화사업’이 시행되면서 육상 양식장에서 에 지 약을 해 해
수를 이용한 히트펌 가 이용되고, 냉난방용 히트펌 가 공공기 , 식당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어 운 되기 시
작하 다.
  해수열원의 냉난방 이용시스템의 개발은 한국에 지기술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로 들수 있다. 한국
에 지기술연구원은 캐스 이드식 히트펌 (난방 70 kW, 냉방 20 RT)를 개발하여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한 강원
학교 삼척캠퍼스 해양 · 스포츠센터에 시범설치하 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은 탠덤식 히트펌 (난방 
210kW, 냉방 60RT)를 개발하여 강원도 고성군에 소재한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 설치하여 실증실험 이다. 한국
해양 학교는 해수열원 냉난방 시스템을 국제교류 력 에 용하여 효율 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수온도차발 이 실용화된 사례는 아직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인하
에 의해 냉매 선정  발 사이클 해석, 터빈 설계 등의 연구가 실시된 바 있고, 2004년에 해양과학기술원에 의
해 한인도 력연구로 해양온도차발  구조물 실험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해수열원을 이용하여 기생
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2011년 해양과학기술원은 국내 최 로 해양온도차발  Mock-up을 설
계  제작하여 소규모 발 실험을 시연한 바 있다. 2012년에는 20kW  해양온도차발  시스템을 설계하고, 터
빈발 기를 제작하여 2013년 여름에 실증실험을 실시하기 한 비 에 있다.

      
(a) 해수온도차발  Mock-up

 

(b) 20kW  해수온도차발  일럿 랜트



 

  (1) 해수냉난방용 히트펌  개발
  히트펌 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 , 증발기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히트펌 의 고효율화를 해서는 
핵심기기 개선  시스템 최 화가 필요하다. 한, 지구온난화지수(GWP)와 오존 괴지수(ODP)가 낮은 친환경 
냉매의 개발  용이 주요 과제이며, IEA는 2020년까지 히트펌  효율을 15% 개선하고, 제작  설치 비용을 
15% 감시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효율 향상을 한 연구가 사이클  압축기 개선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터보압축기가 용되면서 효율도 좋아지고 출구온도도 높여서 용도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해수온도차발 시스템 개발
  해수온도차발 을 한 터빈방식에는 폐쇄순환식(Closed cycle type), 개방순환식(Open cycle type), 복합순환식
(Hybrid cycle type), 습기순환식(Mist cycle type), 거품순환식(Foam cycle type) 등이 있다. 기 생산을 주목 으
로 하는 경우 해상형 폐쇄순환식, 담수화를 병행하는 경우 육상형 개방순환식이 권장되고 있다. 폐쇄순환식 해양
온도차발  랜트는 해수를 직  이용 하지 않고 작동유체를 이용하여 터빈을 회 시켜 발 하는 것이며, 증발
기, 팽창기(터빈 발 기), 응축기, 냉매순환펌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온도차발 의 고효율화와 비용 렴
화를 하여 핵심기기 개선  시스템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발 단가를 15센트/kWh 이
하로 낮추기 한 노력이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에서 경주되고 있다.

  (3) 친환경 작동유체 개발
  작동유체는 증발기에서 표층해수와 열교환하여 증발하고 응축기에서 해양심층수와 열교환하여 응축되는 과정
을 거치며 그 유동에 지로부터 기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다. 종래, 작동유체는 R22, 암모니아 등이 용
되어 왔으나 R22처럼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작동유체는 더 이상 이용될 수 없게 되면서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작동유체의 개발 는 선정이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작동유체에 따라서 발 효율과 부 장치 제작비용
이 달라져서 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친환경 작동유체의 선정이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로부터, 다양한 작
동유체가 검토되어 왔으며, 부분의 외국은 암모니아를 상으로 추진 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R32, R134a, 
암모니아를 상으로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고효율 터빈발 기  압축기 개발
  터빈발 기는 해양온도차발 의 심장부라 할 수 있다. 주로 내향 반경류식과 축류식이 용되어 왔으며, 작동
유체의 순환조건을 고려하여 이에 합한 터빈을 선정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Mini-OTEC(미국)은 효율 53%의 
내향 반경류식을 용한 바 있으며 NIOT(인도)는 다단 축류식을 용한 바 있으나 효율은 명확치 않다. 주로 수
백 kW  이하의 경우에는 내향 반경류식, 스크류식 등이 이용될 수 있고, 상용 랜트규모는 축류식이 합한 
것으로 단된다. 한편, 발 기는 고속발 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압축기는 왕복동식, 스크롤식, 스크류식  터보식이 용되고 있으며, 수십 RT에서 300RT까지는 스크류식이, 
그 이상은 터보식으로 개발되어 용되고 있다. 고온수 생산에 한 산업  수요가 나타나면서 다단 터보압축기
에 한 연구가 경주되고 있다.

   (5) 내식성 신소재 열교환기 개발
 발 사이클내 작동유체의 순환을 일으킬 동력을 해수열로부터 달받는 열교환기는 증발기와 응축기로서 활용
된다. 셀앤튜 식, 이트식, 컴팩트식 등이 있지만 공간과 비용면에서 이트식에 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로 내식성이 좋은 티타늄이 용되고 있지만, 생산단가를 낮추기 해서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등의 원재료에 
세라믹 코 , 착도장, DLC 코  등을 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수에 의한 스 일이나 생물부착 등의 
울링을 최소화하기 방안으로 Vortex separator, 오존처리, 볼 세정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에 지 소비량은 271.4백만 toe에 달하며, 계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에서 산업부
문에 121.5백만 toe, 수송부문에 36.8백만 toe, 가정  상업부문에 37.4백만 toe, 공공  기타에 4.5백만 toe
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용형태별로 나 어보면, 가정, 형건물, 상업  공공분야에서 이
용되고 있는 에 지의 66.9%가 냉난방  탕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체 인구의 27%
가 거주하고, 산업단지의 71%가 치하고 있는 연안역(시군구)에서 해수열 등의 미활용열을 이용하여 1/3~1/4로 
일 수 있다면 체에 지 수요량이 반으로 어드는 효과가 있어 에 지 감  신재생 에 지 자 율을 
달성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임해지역에서 화석에 지 이용을 감시키고, 신재생에 지 이용을 증 시키는 거시  국가정책의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한 실효성있는 시책을 통해서 실 이 가능할 것이다. 해수 랜트기반 블루인 라 
구축(안)을 창조경제의 실 을 목표로 체계화해 나갈 수 있다. 즉, 해역별 개발  이용 모델을 블루시티
(빌리지), 블루아일랜드, 블루포트, 블루캠퍼스 등으로 분류하고, 블루인 라 시범사업으로 실증하면서, 지
역별 생산, 가공, 유통, 그리고 생활, 교육, 으로까지 종합 활용하는 6차산업형 청정거주/산업기반으로 
보 확산하여 통산업의 부양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는 창조경제형 해양산업으로 발 시켜 나갈 수 있
을 것이다.

블루아일랜드

블루포트

블루아 나

블루캠퍼스

블루빌리지



최근, 화석연료에 의존한 산업발달이 자원고갈과 지구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한 기후 응기술의 개발이 강조되어 왔다. 이를 해, 세계 으로 에 지 감기술, 신재생에 지 기술

의 개발을 노력해 왔으며, 풍력  지열, 태양에 지 등을 실용화해 왔다. 해양에 지는 풍부함에도 불구하
고, 연구개발이 늦어져 실용화된 사례가 많지는 않은 실정이며, 차세  신재생에 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
다. 
해수열원은 건물 냉난방  양식장 수온조  등에서 부분 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충분하지 않았고, 이

는 운 비의 감은 분명하지만 가투자가 쉽지 않은 단기  에서의 평가에 의한 결과 다. 최근, 지
구환경의 보  뿐 아니라 운 비 감에 의한 장기  타당성에 따라 실용화 보 이 확산될 것으로 단되
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해수열원의 에 지 특성과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이용 황을 냉난방 이용  

온도차 발 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련기술의 황  연구개발 동향을 정리함으로써 국내외 
기술 수월성 확보를 추진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진행과 함께 시범 실증과 일반 보 이 확산되고, 효율 개선  경제성 제고를 한 기술개
발 경쟁이 새로운 과학기술  신을 진시키는 선순환이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 
입안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해수온도차에 지 시설기 이 정비되면서 실용화에 한 기 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의무화 
기  등에는 반 되지 못하여, 이에 한 정  검토와 시범  보 사업의 확  등이 시의 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수온도차 에 지가 임해지역의 블루인 라 구축에 활용되기를 기 한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의 에 지 이용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정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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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9points, 강조, 고딕)
   본 연구에서는 해양온도차발  구조물의 설계를 하여 인스토 한다. 100MW  상용 해양온
도차발 을 개발하기 해서는 부유식 구조물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조물은 크게 상부 
부유체, 취수용 라이 , 그리고 계류선으로 구성된다. 상부구조물은 온도차발  설비를 탑재하기 하
여 필요한 공간과 부력을 제공해야 하며, 설치되는 극한해양환경 조건에서 안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조물 형식은 용해역의 해양환경 특성, 재하하 , 요구되는 운동성능, 그리고 운용개념 등에 따라 
결정되며, 동시에 경제성을 검토하여 선정된다. 발 설비 등을 해수면 아래에 설치하여 취수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에서 스 형 구조물이 추천된다. 스 형 구조물은 고 랑에 의하여 운동성능
도 뛰어나기 때문에, 발 설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기를 생산한 후 육상으로 력을 보
내거나 혹은 극한 랑에 의하여 피하는 개념에서는 선박형 구조물이 보다 유리할 수 도 있다. 취수
용 라이 는 용량의 해양심층수를 해수면에 치한 발 설비까지 이송하기 한 수단이며, 량의 
해수를 취수하기 하여 구경라이 로 구성된다. 구경라이 의 내경은 취수량과 펌  등의 특성
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내 유속을 2∼4(m/s)이하가 되도록 라이  내경이 결정된다. 100MW  해
양온도차발 을 해서는 내경 약 7∼10(m)의 라이 가 필요하다. 라이 의 크기는 부유체의 크기에 
비하여 상 으로 작지 않기 때문에, 거동 특성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그 이유는 일반 으로 부유
체의 거동에 의하여 라이 가 가진력을 받아서 거동하는데 반하여, 구경 라이 의 거동이 부유체의 
거동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유체와 라이 는 상호연성 인 계가 되기 때문에, 연성
효과를 최소화하기 한 설계가 필요하다. 즉, 라이 가 랑에 의하여 운동할지라도 라이 의 운동이 
부유체의 거동에 향을 미치지 않고, 반 로 부유체의 거동에 의하여 라이 가 크게 향을 받지 않
도록 살계해야 한다. 따라서, 라이 와 부유체의 체 형상에 한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제안되는데, 첫째는 라이 가 양성부력을 가지도록 단면을 설계한 후, 해 면 아
래 끝단을 해 면에 고정시키고 라이 는 거의 연직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랑 는 
조류에 의하여 라이 가 받는 향이 최소화되도록 라이  상부 끝단의 치를 결정해야 한다. 두 번
째는 라이 가 자 에 의하여 연직형상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부유체와 상부체의 연성거동
을 최소화하기 하여 짐벌(Gimbal) 등의 장비를 사용해야한다. 
라이 는 직경이 10m 되는 을 제작하여 길이 1.000m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재
까지 미국 L사에서 직경 10m 이 를 제작하여 설치하기 한 개념설계를 수행한 사례가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구경 라이 의 단면형상을 유지하기 하여 단면계수를 
크게 유지하면서 라이 의 비 을 조 하기 한 단면형상을 고안하 다. 라이 의 두께를 구성함에 
있어 공을 설치하여 공 속에 도를 달리하는 재료를 주입하여 체 도를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단, 이 경우 라이 가 거동할 때 안 성 검토는 로벌 동 해석 뿐만 아니라, 국부 인 정  

구조해석이 필요하다. 라이 를 통하여 취수되는 심층수를 해수면 부근의 부유체까지 이송하기 해
서는 라이 에 펌 를 설치해야 하며, 펌 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펌 의 치를 결정해
야한다. 펌 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수 펌 가 채택되며, 
체 취수량에 따라 펌 의 용량이 결정된다. 펌 의 용량에 따라 라이 의 직경을 조 할 수 있는데, 
펌 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력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양온도차발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체 
력과 목표 순생산 등을 고려하여 펌 의 용량을 결정한다. 즉, 취수량, 펌 용량, 라이  내경, 목표 
순 력생산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안되는 안들을 기본 으로 
고려하여, 향후 해양온도차발  구조물에 한 기본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Keywords : OTEC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해양온도차발 ), Brainstorming (

인스토 ), Coupling between floating structure and riser (부유체와 라이 의 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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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재생에 지 에 하나인 해양온도차발 은 따듯한 표층수와 차가운 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해양온도차발 의 원리 연구를 
하여 폐쇄순환식 온도차발  소형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이 소형 
일럿 랜트의 성능평가를 하여, 설계 과정에 실시한 수치해석 결과를 기 으

로 운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고찰하 다. 여기서, 작동유체는 R22를 사용하 으
며, 온열원의 온도는 26℃, 냉열원의 온도는 5℃를 사용하 다. 그리고, 온도차 유
량을 기 치인 3℃, 14.3l/min 을 상으로 일정한 열유량을 유지하기 하여 유
입온도에 따라 공 유량과 온도를 14.3ℓ/min(26℃), 7.14ℓ/min(29℃), 4.76ℓ
/min(32℃)로 변화시키며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한, 열원 추가에 한 용성
을 살펴 보기 하여 동일한 공  유량에 해 온도가 26, 29, 32℃로 변화하는 
경우에 해 발 효율의 변화를 정리하 다.

                                             ABSTRACT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OTEC) technology which is one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s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ocean thermal energy 
between warm surface water and the deep cold water. To study the principle 
of OTEC, the closed-circle type of OTEC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In 
this paper, various performance evaluation and experiment was carried out as 
constructing subminiature pilot plant of the OTEC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cycle analysis. R22 was used as the working fluid and a 
temperature of heat source and heat sink is 26°C, 5℃, respectively. Keeping 
the heat flow rate constant and fixing the product of the temperature 
difference and water flow rate at 3°C × 14.3 L/min,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for a flow rate of 14.3 L/min (26°C), 7.14 L/min 
(29°C), 4.76 L/min (32°C), and 3.57 L/min (35°C). Also, the efficiency variation 
was reviewed by the varying of the temperature of heat source as 26, 29, 32℃ 
to an applicability for heat addition.

Keywords :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해양온도차발

), Deep Seawater (해양심층수), Working fluid(작동유체)

1. 서 론

   재 인류가 당연하고 있는 지구환경에 한 문제   화석연료 고갈 가능성으로 인한 에 지 기 
등으로 인해 기존 에 지 자원을 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날로 증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처하기 한 목 으로 기후변화 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한 실천  규범을 발효하
으나,  세계의 에 지 소비는 향후 지속 인 경제발 을 추진하기 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요 에 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기존 화석연료를 체할 
수 있는 환경에 무해한 체 에 지원개발이 실히 필요하다(서태범, [2001]). 이  해양에 지는 매우 
안정 이며, 무한한 청정에 지 자원이다. 지구 표면의 약 71%에 달하는 해양은 조력, 조류, 력, 해양온
도차 등 다양한 형태로 부존하고 있으며, 해양으로 흡수되는 연간 태양에 지의 양은 재 인간이 소비하
고 있는 체 에 지양의 약 4,00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Veg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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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온도차발 은 따듯한 해양표층수와 차가운 해양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등의 작동유
체로 터빈을 돌려 발 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른 해양에 지에 비해 변동성이 어 안정 인 력 생산이 
가능한 장 이 강조되고 있다. 1881년 랑스에서 최 로 해양온도차발 에 한 개념이 제안되었고
(D'Arsonal, [1881]), 1930년도에 개방형 해양온도차발  실험을 수행하여 력생산에 성공하 으나, 펌  
등 장치구동에 필요한 동력보다 은 양이었다(Claude, [1990]). 미국은 1979년 하와이 Keahole point에서 
50kW  실험용 폐쇄형 해양온도차발  시스템을 최 로 실험에 성공하 고, 1993년도에는 약 213kW의 
기를 생산하는 등 해양온도차발 에 한 주도 인 연구로 재 세계 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박성식

과 김남진, [2010]). 일본의 경우 1974년에 발족한 Sun-shine 계획의 일부로 1982년 도쿠노시마에 50kW  
육상형 폐순환식 해양온도차발 을 설치하 으며(홍기용과 범수, [2010]), 그 후 사가 학에서 암모니아 
 R22를 작동유체로 하는 해양온도차발  실험장치를 설치하여 꾸 한 연구를 수행 에 있으며(Uehara 

and Ikegami, [1990]), 혼합 작동유체를 사용한 Uehara 사이클을 개발하여 사이클 효율을 향상시켰다
(Uehara, [1999]). 비록 제한 이긴 하지만 동해에 해양온도차발 에 합한 해수온도차를 가지는 것으로 
밝 졌고(Korea Power Company, [1989]), 특히 동해는 지형 으로 수심이 깊어서 비교  해안에서 근거
리에 심층수가 존재하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5~10km 내외에서 심층수의 획득이 
가능한 장 을 보유하고 있다(이호생 등, [2010]). 국내에서는 해양온도차발  사이클에 한 시뮬 이션
(김 주 등, [2010])  20kW 해양온도차 일럿 랜트 성능실험을 수행한 바 있으나(엄지홍 등, [2001]), 
여 히 해양온도차발 의 실용화를 한 사이클 효율 향상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30W  소형 일럿 랜트를 구성하여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성능평가해석  실험을 수행
하 다. 실험조건으로 표층수 수온 26℃, 심층수 수온 5℃를 용하여 사이클해석  실험을 수행하 다. 
한 온열원과 냉열원의 온도차이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단 을 해결하고자 온열원을 변화시켜 연구하

다. 온열원의 온도가 26℃, 29℃, 32℃으로 상승할 때에 유량은, 14.3l/min, 7.14l/min, 4.76 l/min으로 변화
시켰다. 이는 온열원의 온도가 증가하 을 때에 유량을 작게 하여 입력되는 열량을 동일하게 한 경우이다. 
온열원의 경우는 태양열, 풍력, 소각열 등의 추가 인 열원을 주어 열원을 상승된다는 가정에 실험을 진행
하 다. 이것은 표층수의 유량이 작아지면 열교환기의 기단가가 낮아지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
로는 온열원의 유량은 일정하고, 온도는 26℃, 29℃, 32℃로 상승할 때에 따른 사이클 특성을 연구하 다. 

2. 실험장치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Fig. 1(a)는 소형 일럿 랜트의 열설계도를 나타내고 있다. 구성기기로는 작동유체펌 , 증발기, 
터빈, 응축기, 항온유체순환장치 각종 온도  유량 게이지를 이용하 으며 작동유체는 R22를 용하 다. 
작동유체는 펌 를 통하여 증발기로 해지고, 증발기를 통과한 작동유체는 증발하기 기체상태가 된다. 기
체상태의 작동유체는 터빈을 통과하여 력을 생산하고, 터빈을 지난 작동유체는 응축기를 통과하여 액체
상태로 응축된다. 작동유체펌 는 회 수를 조 하여 유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항온유체
순환장치는 표층수  심층수를 가정하여 온열원  냉열원을 공 한다. Fig.1(b)는 30W Mock-up OTEC
의 장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a) Heat Schematic of the 30W Mock-up OTEC             (b) Photograph of experimental

Fig. 1 30W Mock-up OTEC experimental



2.2 실험방법

   30W Mock-up장치의 성능을 비교·분석하기 하여 증발기로 유입되는 온열원의 온도를 26℃, 29℃, 3
2℃로 변화시켜 실험을 하 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동일한 열 달량을 주기 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유량도 일정하게 감소시켰다. 작동유체의 유량은 0.55 l/min을 유지하 으며, 냉열원의 온도는 5℃, 유량은 
14.1 l/min으로 일정하게 주어 실험을 진행하 다. 각 온도 포인트에서 시스템이 안정 된 것을 확인 한 뒤 
10분간 측정하여 각각의 온도  압력 터빈의 압, 류 데이터를 얻었다. Table 1은 앞에서 언 한 실험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실험으로 열 달량의 변화에 따른 온도차발 의 성능을 해석하 다. 온열원의 온도는 26℃, 29℃, 
32℃로 상승시키며, 그에 따른 온열원의 유량은 14.3 l/min으로 고정시켜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방법은 
의 실험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 다. Table. 2는 유량고정에 따른 실험 조건을 나타낸다. 

Table 1. Simulated condition

Parameter Value

Warm water inlet temperature (℃) 26, 29, 32

Warm water △T(℃) 3, 6, 9

Warm water flow rate (l/min) 14.3, 7.14, 4.76

Cold water inlet temperature (℃) 5

Cold water △T(℃) 3

Cold water flow rate (l/min) 14.1

Working fluid flow rate (l/min) 0.55

working fluid R22

Table 2. Simulated condition

Parameter Value

Warm water inlet temperature (℃) 26, 29, 32

Warm water △T(℃) 3, 6, 9

Warm water flow rate (l/min) 14.3

Cold water inlet temperature (℃) 5

Cold water △T(℃) 3

Cold water flow rate (l/min) 14.1

Working fluid flow rate (l/min) 0.55

working fluid R22

3. 결과  고찰

   실험을 하기에 앞서 시스템 공정설계 로그램인 HYSYS를 이용하여 기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HYSYS는 다양한 온도, 압력, 유량변화 등에 따른 시스템의 정특성  동특성을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성능해석의 조건은 Fig. 1(a)의 열설계도와 동일한 사이클을 구성하 고, Table 1과 Table 2

의 조건을 용하여 시뮬 이션해석을 수행하 다. 
   Fig. 2는 동일 열 달량에 따른 시뮬 이션 결과를 보여 다. 온도 상승에 따라 유량이 비례하여 감소
를 하기 때문에 유입되는 열 달량이 일정하게 된다.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열 달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터빈에서 얻는 출력도 일정하게 60W를 나타내었다. 그에 따른 사이클 효율 한 2.33%로 일정한 값을 나
타내었다. 
   Fig. 3은 실험결과에 한 열평형도를 나타낸다. 실험결과에 한 신뢰성을 높이기 해, 실험결과를 
토 로 증발열량에 한 응축열량과 유효일을 이용해 장치의 열평형을 검토해 보았다. 열평형도를 보았을 
때에 유입열량에 비해 출력열량의 값이 오차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부분의 출력열량들이 ±10%이
내 오차 범  내에 존재함을 알 수 있어 장치의 열평형을 잘 이루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
으로 실험이 어느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단되어진다.
   Fig. 4는 동일 열 달량에 따른 성능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에서는 시뮬 이션 해석과 다른 
결과를 보 다. 실험에서는 온열원이 상승 함에따라 유량이 작아질 때에 출력  효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에서 출력은 73.1W, 사이클효율은 2.78%를 보 다. 이것은 26℃에서보다 출력은 
24.7%, 효율은 8.67%가 상승하 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증발기에 주어지는 열 달량은 같으나, 
터빈의 입구압력  온도가 증가하여, 터빈의 효율 약 75.1%까지 상승하여 터빈에서 얻는 력량이 증가
하 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부터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 온열원은 낮은 온도의 많은 유량보다 높은 온도의 



작은 유량이 시스템 설계에서 더 유리하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열 달량 변화에 따른 사이클 성능해석 시뮬 이션 결과이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유입되는 열
량이 크기 때문에 체 인 사이클의 출력  효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온도
인 32℃에서 출력이 95W, 사이클 효율은 3.70%를 나타내었다. 이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
행하 다.
   Fig. 6은 열 달량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에 한 열평형도를 나타낸다. 열평형도를 보았을 때에 유입열
량에 비해 출력열량의 값이 오차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부분의 출력열량들이 ±10%이내 오차 범
내에 존재함을 알 수 있어 장치의 열평형을 잘 이루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Fig. 7은 열 달량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시뮬 이션 해석결과와 동일하게 온도가 상승 할
수록 출력과 효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 다. 32℃에서의 최고출력은 95.8W 사이클 효율은 3.36%를 보
으며, 시뮬 이션해석과 근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에서 보았을 때에 26℃에서의 결과와 
비교하 을 때에 출력은 60.2%, 효율은 42.4%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 다. 이 결과로 보아 온열원이 상승
할수록 사이클의 출력과 효율은 크게 상승한다는 결과를 확인하 다. 따라서 사이클을 구성할 때에 온열
원의 온도를 높게 할수록 사이클을 구성할 때에 유리하다는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 Characteristics of the OTEC system         Fig. 3 Comparison of the heat balance
for the simulation using various feed 
rates and constant heat flow 

    

Fig. 4 Characteristics of the OTEC system         Fig. 5 Characteristics of the OTEC system
for the experimental and simulation using          for the simulation using various feed
various feed rates and constant heat flow          rates and constant heat flow

   



   

Fig. 6 Comparison of the heat balance       Fig. 7 Characteristics of the OTEC system
                                                         for the experimental and simulation using
                                                         various feed rates and contant heat flow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온도차발 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하여 소형 일럿 랜트 실험장비를 구성하
으며, 시뮬 이션 해석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열 달량을 증발기에 주었을 때에 26℃, 14.7 l/min의 상태보다는 온열원의 온도가 높고 유량이 
낮은 32℃, 4.76 l/min의 사이클 출력과 효율이 높았다. 이는 온열원의 온도가 높아 터빈입구의 작동유체의 
온도  압력이 상승함으로 터빈의 효율이 증가하 다.
   동일한 온열원의 유량에서 온도를 상승시켰을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사이클의 출력과 효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 으며, 최고 출력은 95.8W, 효율은 3.36%를 나타내었다.
   의 결과를 보았을 때에 해양온도차발 에서 온열원의 온도가 사이클의 출력  효율에 큰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온열원의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차발 의 출력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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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출구압력 변화에 따른 재열기, 재생기, 다단 터빈이 장착된 

20kW  CO2용 OTEC 발 사이클의 성능 특성 

김 욱, 병효, 양동일, Patricia Kwakye-Boateng, 윤정인, 손창효(부경 학교), 김 주, 

이호생(한국해양과학기술원)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20kW OTEC Power Cycle with Reheater, 

Regenerator and Multi-stage Turbine Using CO2 with Pressure of Turbine 

Outlet

      H.U.Kim, B.H.Ye, D.L.Yang, P.K.Boateng, J.I.Yoon, C.H.Son,(Pukyong National University), 

H.J.Kim, H.S.Le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g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재열기, 재생기, 다단 터빈을 장착한 고효율 20kW  CO2용 OTEC 발  사이클

을 제안하 고, 최고의 시스템 효율을 나타내기 해 본 OTEC 발  사이클의 터빈 출구압력을 

악하 다. 즉, 터빈 출구압력 변화에 따른 고효율 20kW  CO2용 OTEC 발  사이클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 다. 이에 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 터빈 출구압력을 

5000kPa부터 5200kPa까지 변화시키고 고단터빈의 출구압력을 5100kPa부터 5700kPa까지 증가시

켰을 경우, 고단 터빈 출구압력 5600kPa(압력비:1.09), 단 터빈 출구압력 5200kPa(압력비:1.05), 

단 터빈 출구압력 4100kPa(압력비:1.25)일 때 최고 시스템 효율은 3.57%를 나타났다. 의 결

과로부터, 다단 터빈을 OTEC 발  사이클에 용할 경우, 고단과 단터빈에 비해서 단 터빈 

압축비가 더 높을 때 OTEC 발  사이클의 효율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high-efficiency 20kW OTEC power cycle with reheater, regenerator and 

multi-stage turbine using CO2. was proposed. The turbine outlet pressure of the OTEC 

power cycle to find the highest system efficiency was investigated. Namely,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high-efficiency 20kW OTEC power cycle was analyzed with pressure of 

turbine outlet. The main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For the outlet pressure of 

middle-stage turbine ranging from 5000 kPa to 5200 kPa, and outlet pressure of high-stage 

turbine ranging from 5100 kPa to 5700 kPa, this power cycle yielded the highest efficiency 

when outlet pressure of high-stage turbine is 5600 kPa(compression ratio 1.09), outlet 

pressure of middle-stage turbine is 5200 kPa(compression ratio 1.05), and outlet pressure of 

low-stage turbine is 4100 kPa(compression ratio 1.25). From the above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o have the highest efficiency of the OTEC power cycle with multi-stage turbine 

when the compression ratio of low-stage turbine is higher than that of middle-stage and 

high-stage turbine.

  K e y w o r d s  : CO2(이산화탄소), High-efficiency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power cycle(고효율 해양온도차발  사이클), Multi-stage turbine(다단터빈), Reheater(재열

기), Regenerator(재생기), Performance characteristics(성능특성), Turbine outlet pressure

(터빈출구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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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효율과 냉각기 출구 건도에 따른 고효율 R717용 

해양온도차 발  사이클 성능 특성 

병효, 김 욱, 허정호, 김지욱, 윤정인, 손창효(부경 학교), 김 주, 이호생(한국해양과학기술원)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High-efficiency R717 OTEC Power Cycle  

with the turbine efficiency and vapor quality of cooler outlet. 

B.H.Ye, H.U.Kim, J.H.Heo, J.U.Kim, J.I.Yoon, C.H.Son(Pukyong National University), 

H.J.Kim, H.S.Lee(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g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팽창밸 와 냉각기를 부착한 R717용 고효율 해양온도차 발  시스템을 제안하

고, 이 사이클 효율에 향을 미치는 작동변수 변화에 따라서 성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상용 로그램인 HYSYS를 이용해 터빈효율과 냉각기 출구 건도 변화에 따른 고효율 해양온도

차 발 사이클의 효율, 증발  응축열량, 터빈일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고효율 R717용 해양온도차 발  사이클의 효율은 터빈효율과 냉각기 출구건도에 비례하여 증가

하 으며, 증발열량과 응축열량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고효율 해양온도차의 효율

은 냉각기 출구 건도 보다 터빈효율의 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효율 해양온도

차 발  시스템의 체 효율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고효율 터빈 개발이 필요하다. 한 고효율 

해양온도차 발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냉각기 출구 건도의 최  제어가 필요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high-efficiency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OTEC) power system 

with expansion valve and cooler using R717 was proposed, the cycle performance was 

analysed with respect to variables that have effect on the system. The HYSYS program was 

used for analysing the performance of this system such as the condensation and evaporation 

capacity, total and turbine work of high-efficiency OTEC power system with respect to the 

variation of the turbine efficiency and the vapor quality of cooler outlet. The main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efficiency of the high-efficiency OTEC power system 

increases with the turbine efficiency and the vapor quality of cooler outlet, the evaporation 

heat and condensation heat is not almost changed. Especially, The efficiency of the 

high-efficiency OTEC power system is more affected by the turbine efficiency than the vapor 

quality of cooler outlet. Thu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high-efficiency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OTEC) power system, the high-efficiency turbine should be 

developed. Also the optimized control of the vapor quality of cooler outlet is needed. 

 K e y w o r d s  : efficiency( 체효율), OTEC power cycle(해양온도차 발  사이클), 

Performance analysis(성능분석), R717(암모니아), turbine efficiency(터빈효율), vapor 

quality of cooler outlet(냉각기 출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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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원 온도 변화에 따른 해양지열발 용
다단재열랭킨 사이클의 성능해석

                         차상원, 이호생, 정동호, 김 주 (해양심층수연구센터) 

Performance Analysis for Ocean Geothermal Power Generation using 
Multi-staged Rankine Cycle on Heat Sour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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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심층수를 냉열원으로 사용하고, 지열수를 온열원으로 사용하는 바이 리 
해양지열 발 시스템의 개선을 한 싸이클 해석을 실시하 다. 기존 지열 발
시스템을 기 으로 효율 증 를 한 재열과정과 터빈출력 향상을 한 다

단과정을 각각 는 복합 으로 용하고, Aspen HYSYS를 이용하여 해석 
 비교를 실시하 다. 작동유체는 R134a를 용하 고, 온열원은 75℃, 냉열

원은 5℃를 용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0kW  해양지열발  사이클 출
력의 폐사이클 효율은 9.93%를 나타났으며, 다단재열랭킨사이클의 효율은 
약 12%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ORC에 비해 약 30%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온열원 온도에 한 합성을 알아보
기 하여 65℃, 75℃, 85℃에 한 다단재열 랭킨사이클의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ABSTRACT
 Binary geothermal generation system which utilizes the warm water in 
geothermal water for vaporization and the cold water in deep ocean water 
for condensation. The simulation of the cycle was conducted for 
improvement the binary geothermal generation. The regeneration process 
increased the efficiency more than the existing geothermal generation 
system ,and the multi stage process also increased the power of the 
turbine. Improvement of the cycles study on these process respectively or 
together applied to the cycles. Also, performance analysis was simulated by 
using the Aspen HYSYS for analysis of the thermodynamic cycle. Working 
fluid was R134a. Temperature of the warm water was the 75℃. 
Temperature of the cold water was the 5℃. The efficiency of the basic 
closed cycle was the 9.93% that the cycle was able to generate electricity 
about 200kW. The efficiency of the multi stage regeneration Rankine cycle 
was more than 12%. The performance of multi stage regeneration Rankine 
cycle was better than that of ORC by 30%. The performance study on the 
multi stage regeneration Rankine cycle was conducted at the temperature 
of the warm water 65℃, 75℃ and 85℃ for the suitability of various warm 
water temperature.

Keywords : Ocean Geothermal Generation(해양지열발 ), 

Multi-staged Regeneration Rankine Cycle(다단재열랭킨사이클)

1. 서 론 
 
    세계 으로 유가의 변과 수 의 불안정,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 기존 에 지 자원
을 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날로 증 되고 있다. 이런 신재생에 지  지열, 해양에
지, 태양열 등은 별도의 연소 과정 없이 온도차를 이용해 기를 생산할 수 있다(백 진 등, [2008]). 특

히, 지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에 지 자원  하나이며, 재 세계 으로 그 이용이 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요성이 상 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 열펌 를 이용해 
냉난방에 지열을 사용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 지열발 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재  세계에서 지
열 발 을 통한 기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필리핀,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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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임효재 등, [2009]). 지열발  체 용량 규모는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작
동유체를 사용하는 바이 리 지열발  방식의 랜트 수가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어 지열발 이 더 이
상고온의 지열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만 보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미
국 등을 심으로 한 바이 리 사이클을 용한 온 지열발 이 활성화 되면서 국내에서도 지열발  가
능성을 엿 보고 있다. 지열발  랜트의 규모는 국가별 혹은 각 지역별 지열자원 분포 특성과 발  요구
량에 따라서 100kWe에서 100MWe 까지 다양하고, 미국은 2050년 미국 기 부하의 10%를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지열발 이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측하는 등(MIT, [2006]) 세계 
시장은 크게 확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1980년 부터 지열유량 등에 한 연구를 시작하 고, 약 지하 
3km에서는 약 44∼110℃의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장기창, [2009]).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화산지 이고 
지 온도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아 지열발 을 해 온 지열발 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열
발 을 한 지열자원의 온도 범 와 각 방식별 발 량을 비교해보면 (임효재 등, [2009]) 국내 여건에 맞
는 방식은 바이 리 사이클 방식으로 ORC(Organic Rankine Cycle)을 용한 랜트가 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유기랭킨 사이클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있어 왔지만(이세
균 등, [2008]) 여 히 부족한 실정이며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한편, 지열발  사이클 구성을 해 응축기에 사용할 기존의 냉각수 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다면 사
이클 효율을 크게 상승 할 것이다. 해양심층수의 이용  해양온도차발 은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이
를 이용해 암모니아등의 작동유체로 터빈을 돌려 발 하는 방식으로 특히 동해는 지형 으로 수심이 깊어
서 비교  해안에서 근거리에 심층수가 존재하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5∼10 km 
내외에 심층수의 획득이 가능한 장 을 보유하고 있다(이호생 등, [2011])
   기존의 바이 리 방식의 지열발 은 응축기 내의 작동유체의 냉각  응축을 공랭식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여름철의 경우 기온도가 높기 때문에 응축기로 공 되는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므
로 지열수와의 온도차가 어들어 발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냉각수를 공랭식이 아닌 해
양심층수를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냉각수를 사용했을 때 보다 좀 더 효과 으로 작동유체를 냉각  응
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 효율을 기 할 수 있다(Ho-Saeng Lee etc, [2011]). 
   본 논문에서는 바이 리 지열 발 시스템에서 기화용 온수를 온열원으로, 해양심층수를 냉열원으로 사
용하여 사이클을 구성하 다. 한 기존의 지열 발 시스템보다 사이클 효율을 증가시키기 해 다단과정
을 용하여 다단랭킨사이클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이 사이클은 기존의 ORC에 비해 1차 터빈을 나
온 작동유체가 콘덴서에 의해 응축되지 않고, 버려지는 온열원을 재사용함으로써 작동유체에 에 지를 
달하여 2차 터빈에서 추가 인 출력을 얻는 사이클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ORC보다 출력과 효율을 상승
시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Multi Stage Cycle, Multi Stage Regeneration 
Cycle, Multi Two Stage Cycle에 용하여 기존의 ORC와의 사이클성능을 비교분석 하 다. 한 온열원
의 온도변화를 65℃, 75℃, 85℃로 변화시켜 온열원 변화에 따른 사이클의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2. 시뮬 이션해석 방법

 2.1 해양지열 랭킨사이클

   유기랭킨사이클은 물보다 낮은 비등 의 작동유체를 용하여 사이클을 구성한다. Fig.1은 기본 인 유
기랭킨사이클의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증발기, 터빈, 응축기  펌 로 구성되어 있다. 작동유
체는 펌 를 통하여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증발기를 거쳐 증발한 작동유체는 터빈을 통과하면서 열에
지가 운동에 지로 바 게 된다. 이 터빈을 회 시키면 력을 얻게 되고, 터빈을 통과한 작동유체는 응축
기를 통과하여 사이클을 순환하게 된다. 이 사이클에서 온열원  냉열원의 상태가 무엇보다도 요한 요
소가 될 수 있다. 기본 인 유기랭킨사이클을 해석하기 해 공정설계 로그램인 Aspentech 
HYSYS(V.8.0) 로그램을 이용하 다. HYSYS는 열역학  사이클 모사에 필요한 상태값을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 다. Table 1은 사이클 모사를 한 조건을 보여
다. Table 1에서와 같이 다단재열랭킨사이클을 모사하기 해 사이클 출력을 200kW로 설정하 다. 작동

유체는 R134a를 용하 으며, 심층수의 온도는 5℃, 온열원의 온도는 65℃, 75℃, 85℃를 용하여 사이클 

성능을 분석하 다.

Fig.1 Simple schematic of the Organic Rankine Cycle



Table 1. Simulated condition

Parameter Value

Gross power (kW) 200, open

Cycle type ORC, MS, MSR, MTS

Warm water inlet temperature (℃) 65, 75, 85

Warm water △T(℃) 10

Cold water inlet temperature (℃) 5

Heat Exchanger LMTD 3.5

Flow rate ratio 1:1

Isentropic turbine efficiency (%) 80

Isentropic pump efficiency(%) 65

generation efficiency(%) 90

working fluid R134a

   Fig.2는 다단재열사이클을 보여 다. 펌 를 통해 작동유체가 증발기로 들어가고, 증발기를 거친 작동
유체는 1st 터빈을 통과하여 력을 얻는다. 터빈을 통과한 작동유체는 증발기를 통과한 온열원과 열교환
을 통해 열에 지를 얻어 2nd 터빈을 거쳐 력을 추가 으로 얻게 된다. 그리고 터빈을 통과한 작동유체
는 냉열원과 열교환을 하여 응축되어 다시 펌 를 통과한다. 의 사이클은 기존의 ORC에 비해 온열원을 
바로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여 사이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Fig.3은 다단재열재생사이클에 해 나타내고 있다. 이 사이클은 기존의 다단재열사이클에서 1st 터빈
을 거친 작동유체에 재생사이클을 추가한 을 확인 할 수 있다. 1st 터빈을 지난 작동유체는 분배기를 통
하여 일부는 2nd 터빈으로 공 되고, 일부는 1st 순환펌 를 통과한 작동유체와 재가열기에서 만나게 된
다. 그리하여 작동유체가 증발기에 들어가기 에 열을 하여 증발기의 용량이 작아지는 장 이 있다. 증
발기의 용량이 작아지면 체 인 사이클의 효율 한 높아지는 장 이 있다. 이 사이클을 구성할 때에 
재가열기에 분배되는 작동유체의 양은 2nd 순환펌 로 가기  작동유체가 기체상태가 되지 않는 범  내
에서 순환되는 양을 결정지어야 된다.
   Fig.4는 2단 재열사이클을 나타낸다. 이는 버려지는 온열원이 분배기에 의해 분배되어 일부는 1단 터빈
을 거친 작동유체에 열원을 주고, 일부는 1st 순환펌 를 거친 작동유체에 열원을 주는 사이클을 구성한
다. 이 사이클도 역시 2nd 순환펌 에 들어가기  작동유체의 상태가 기체가 되지 않는 범  내에서 열
교환을 하는 사이클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Fig.2 Schematic of the Multi Stage Cycle    Fig.3 Schematic of the Multi Stage Regeneration Cycle
(M.S)                                              (M.S.R)  

 



 

  Fig.4 Schematic of the Multi Two Stage Cycle (M.T.S)

3. 해석 결과  고찰

   Fig.5는 온열원을 75℃로 하 을 때에, 사이클에 따른 출력에 한 분석이다. net-power를 기 으로 비
교했을 때에 M.T.S가 251.02kW로 가장 큰 결과 값을 나타냈다. 기존의 ORC와 비하여 34.92%가 상승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배출되는 온열원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여 2개의 터빈을 사용하여 출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6은 온열원을 75℃로 하 을 때에, 사이클에 따른 효율에 해 나타낸다. 효율역시 M.T.S가 12.39%
의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의 ORC 비 31.91%가 높아진 결과를 보여 다. 의 해석 결과
로 기존의 ORC와 해양지열랭킨사이클 비교했을 때에 모든 사이클에서 출력  효율이 향상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출력은 24.65%이상의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효율은 30%이상의 성능향상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를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사이클의 출력과 효율이 좋았던 M.T.S 사이클의 온열원 변
화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Fig.7은 온열원변화에 따른 net-power와 효율을 나타낸다. 온열원이 상승할수록 출력과 효율이 상승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이클의 출력과 효율면에서는 당연히 온열원이 높을수록 유리한 것을 
확인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온열원이 85℃일 때의 net-power와 사이클 효율은 65℃에 비해 각각 약 
42.7%, 28.7% 증가하 다. 
   Fig. 8은 ORC의 온열원변화와 M.T.S와의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ORC의 온열원변화에 따른 성능의 기울
기가 M.T.S보다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온열원의 변화에 따라서 해양지열사이클의 성능은 
ORC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바이 리방식의 ORC사이클에 
비해 해양지열사이클의 성능향상이 큰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5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power        Fig.6 The characteristics of the efficiency 
 according to the cycles                           according to the cycles



  

     Fig. 7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power            Fig.8 The Characteristics compared 
        and efficiency according to the heat source                  M.T.S cycle with ORC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열수를 온열원으로 사용하고, 해양심층수를 냉열원으로 사용하는 바이 리 해양지열 
발 시스템을 상으로 효율 증 를 한 재열과정과 터빈 출력 향상을 한 다단과정을 각각 는 복합
으로 용한 사이클 시뮬 이션 해석을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ORC를 해양지열발 에 용하 을 때에 사이클출력은 163.37kW, 사이클효율은 8.44%를 나타
내었다.
   다단재열랭킨사이클을 ORC와 같은 조건에서 해석을 수행하 으며, 2단재열사이클이 가장 높은 출력인 
251.02kW, 효율은 12.39%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기존의 ORC보다 출력은 34.92%, 효율은 
31.91% 상승하 다.
   기존의 ORC와 2단 재열사이클을 온열원온도 65℃, 75℃, 85℃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 을 때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출력과 효율이 상승하 으며, 온열원이 85℃일 때의 net-power와 사이클 효율은 65℃에 비해 
각각 약 42.7%, 28.7% 증가하 다. ORC에 비해 2단 재열사이클의 증가폭이 큰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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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열원 온도차발 을 한 태양열 집열시스템 기 연구
                         손지훈, 김 주, 이호생, 정 권, 정정열(한국해양과학기술원)

A Basic Research on the Solar Collector System for Multi Source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System

J.H.Son, H.J.Kim, H.S.Lee, Y.K.Jung. J.Y.Jung(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요 약

신재생에 지  미활용에 지원인 해수는 여러 가지 장 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는 해양에 지의 하나이다. 이러한 해수온도차에 지를 이용한 해양온도차
발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은 해양의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발 시스템이다. 해수를 이용하는 해양온도차발 의 경우 다양
한 장 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동 기에 온열원인 표층수의 온도가 낮아 
냉열원인 심층수와의 온도차가 어 효율이 낮아지므로 온열원의 확보가 필요하
다. 이로 인해 동 기에 온열원의 원활한 확보를 해 다른 신재생에 지의 이용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 지 에서 많이 사용하고 효율이 좋은 태양
열을 이용한 집열시스템을 20kW  해양온도차발 을 모델로 용해보고자 한다. 
20kW 해양온도차발 을 기 으로 태양열집열시스템의 필요열량을 산정하여, 각 
집열기별 성능  효율과 경제성비교를 통해 20kW  해양온도차발 에 필요한 
태양열집열기의 기 설계를 하여 향후 온열원 공 시스템의 효율향상을 한 연
구의 기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Seawater as an unutilized energy source in renewable energy has several 
advantages and is one of the ocean resources that has drawn attention in the 
field.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OTEC) using the ocean thermal energy 
is the system that uses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surface seawater and 
deep seawater. The technology has a number of advantages for the 
development in ocean science, but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water in the 
winter is not high enough to get thermal energy from the temperature 
difference in Korea, which means new renewable energy needs to be developed 
for security of heat source. Therefore, it is needed to be done to find heat 
source constantly supplied through the year, and renewable energy can be the 
answer for the problem. Among renewable energy, efficient solar collector 
system was applied to 20kW OTEC to evaluate the amount of heat needed, 
and then compare the performance, efficiency and economic of each solar 
collector. Based on the result, proper solar collector for 20kW OTEC would be 
designed to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research for performance 
improvement of heat source supply system. 

Keywords : Multi source OTEC(복합온도차발 ), Evacuated tubular type
(진공 형), Multi source(복합열원), Solar thermal collector(태양열집열기)

  
1. 서 론 
  
   재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에 지문제에 한 인식이 커지고 있고, 신재생에 지분야에 한 연구가 
 세계 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 지  미활용에 지원인 해수는 여러 가지 

장 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에 지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해수를 이용한 분야에서 해양
온도차발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은 해양의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 즉, 이 온도
차를 랭킨사이클에 용하면 터빈으로부터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이 동력을 발 기 구동에 사용하면 기
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을 용한 시스템을 해양온도차발 이라고 한다. 해수를 이용하
는 해양온도차발 의 경우 다양한 장 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동 기에 온열원인 표층수의 온도
가 낮아 냉열원인 심층수와의 온도차가 어 효율이 낮아지므로 온열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해 동
기에 온열원의 원활한 확보를 해 다른 신재생에 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 지 에서 태양에
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체 에 지로 각 을 받고 있다. 태양열을 이용한 에 지 시스템들은 기존
의 에 지원을 체할 유용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동재용[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효율이 좋은 태양열을 이용한 집열시스템을 20kW  해양온도차발
을 모델로 용해보고자 한다. 20kW 해양온도차발 을 기 으로 태양열집열시스템의 필요열량을 산정
하여, 각 집열기별 성능  효율과 경제성비교를 통해 20kW  해양온도차발 에 필요한 태양열집열기의 
기 설계를 하여 향후 온열원 공 시스템의 효율향상을 한 연구의 기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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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열원 온도차발 과 태양열집열시스템

   해양온도차발 의 발 방식에는 폐쇄순환식, 개방순환식, 복합순환식 등 3가지의 방식이 있다. 비등 이 
물보다 낮은 유기냉매를 이용하는 폐쇄순환식 해양온도차발 을 상으로 하고, 폐쇄순환식은 증발기, 응
축기, 터빈, 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압하에서 증발하기 쉬운 냉매(Refrigerant)가 사용되고, 시
스템내의 냉매흐름은 우선 온의 해양심층수와 열교환하여 응축된 온 압의 냉매액은 펌 에 의해서 
가압되어 온고압의 상태로 된 후, 증발기로 유입된다. 증발기에서 냉매는 고온의 표층수와 열교환하여 
고온고압의 냉매증기가 되어 터빈으로 유입된다. 이 때 터빈에서는 고온고압의 냉매증기가 임펠러를 구동
시켜 외부로 일을 하고, 온 압으로 된 냉매증기는 응축기로 유입되는 등의 사이클로 가동이 된다. 복합
열원 온도차발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수축열조를 최  장열량 규모로 조성하여 태양열, 풍력, 소각열 
등을 장하여 온열원으로 공 하고,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냉열원으로 공 한다. 온도차발 시스템은 
20kW 을 상으로 하고 R32 등의 유기냉매를 이용한다. 복합열원 에서도 태양열은 다른 열원과 시간 ·
경제 으로 비교하 을 때, 가장 좋은 열원으로써, 해양온도차발 에 원활한 온열원 확보가 용이하다.  

Fig. 1 Flowchart of multi source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system

  

   태양열 집열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집열기가 있다. 태양열 시스템은 열매체의 구동장치 유무에 따라
서 자연형(passive) 시스템과 설비형(active) 시스템으로 구분되고, 자연형시스템은 온실, 트롬월과 같이 남
측의 창문이나 벽면 등 주로 건물 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열을 집열하는 장치이며, 자연형시스템은 집열
기를 별도 설치해서 펌 와 같은 열매체 구동장치를 활용해서 태양열을 집열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집열 는 활용온도에 따른 분류는 다음 Table 1과 같다. 20kW OTEC에 필요한 온열원 공 열량은 26℃
이고, 이를 만족하는 집열기는 온용 집열기인 평 형과 진공 형 집열기를 만족한다. ·고온용 집열기
의 경우, 20kW OTEC에 공 되는 온열원의 매체가 물이기 때문에, 유기열매체를 사용하여 열을 공 하는 
·고온용 집열기는 합하지 않다. 20kW OTEC에 합한 집열기의 선정을 하여, 평 형과 진공 형 
집열기의 비교를 하 다. 평 형 집열기는 세계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집열기로서 집열기가 
평 형 형태이며, 투과체, 흡수 , 열매체  단열재로 구성되어 있고, 진공 형 집열기는 투과체 내부를 진
공으로 만들어 그 내부에 흡수 을 치시킨 집열기로 진공 형 형태에 따라서 단일 진공 과 2 진공
이 있다. Fig. 2는 평 형과 진공 집열기의 외형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열집열기의 산정을 해서는 일사
량과 집열기 효율  집열기 1set당 단 면 이 필요하지만 재 국내에서 매되고 제작되는 평 형과 
진공  집열기의 효율, 열손실, 집열량 등 성능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각 집열기별 성능을 비교하여 
단 면  비 효율이 뛰어난 집열기의 성능을 결정한다.  

Item
Passive system Active system

Low temperature Mid-temperature High temperature

Application 
Temperature 60℃ 100℃ 300℃ 300℃

Collector 
system Passive system

Flat plate type

Evacuated Tubular 

PTC type collector

CPC type collector

Dish type collector

Tower type collector

Table 1. Type of solar collector types by application temperature

Fig. 1 Flat plate type and evacuated tubular type solar collector



3. 결과  고찰

3.1 복합열원온도차발 시스템 해석

   본 논문에서 상으로 하고 있는 복합열원(태양열, 풍력, 소각열)에서 태양열은 사용빈도가 높고, 시간
·경제 으로 비교하 을 때, 효율이 좋은 에 지이다. 이러한 태양열을 이용한 집열시스템의 필요공 열

량을 산정하기 하여, 시뮬 이션을 사용하 다. Table 2는 20kW OTEC의 해석조건을 나타낸 것이고, 
Fig. 2는 시뮬 이션을 사용하여 복합열원 온도차발 시스템을 공정모사하고 20kW 해양온도차발 에 필
요한 태양열집열시스템의 필요공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시뮬 이션을 통한 필요공 열량 해석 결과, 
20kW 해양온도차발 의 필요공 열량은 902,600kcal/h으로 해석되었다. 복합열원온도차발 시스템은 3개
이상의 시스템(풍력, 소각열)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시스템을 제외한 1개의 시스템이 담당하
는 부분에 한 필요공 열량인 2,708,000kcal/day으로 진행을 하 다. 이 결과를 토 로 20kW 해양온도차
발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 집열기별 비교를 통해 향후 태양열집열기 선정에 기 자료로써 활용
할 것이다. 

Deep seawater Surface seawater

Working 

Fluid

Turbine 

Efficiency

(%)

Generator

Efficiency

(%)

Inlet 

Temperature

(℃)

Temperature 

Difference

(℃)

Flow

(kg/s)

Inlet 

Temperature

(℃)

Temperature 

Difference

(℃)

Flow

(kg/s)

5 5.8 43.88 26 3 86.68 R-32 80 90

Table 2. Analysis condition of 20kW OTEC 

Fig. 2 Quantity of heat calculation of solar system by multi source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system

3.2 태양열집열시스템 산출결과

   태양열집열기의 면 당생산열량을 산정하기 하여, 집열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일사량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 평균 일사량은 유럽에 비해 약 1.4배이상 높으며, 1일 국 평균 일사량은 3,070kcal/m2이고, 특히 
호남과 남지역의 평균 일사량은 3,150kcal/m2 정도이다. 필요공 열량에 한 집열기선정을 하여 강릉
의 30년 평균 일사량을 상으로 하 고, 목표열량은 시뮬 이션을 통해 나온 결과값인 2,708,000kcal/day
를 기 으로 하 다. 집열기의 성능 비교를 하여 Table 3과 같이 국내에서 매되고 제작되는 집열기를 
평 형과 진공 형집열기로 구분하여 집열기효율, 집열면 , 열손실, 집열량 등을 조사하여 각 집열기별 성
능의 평균값을 구하 다. 평 형은 진공 집열기에 비해 효율은 7%정도 높았고, 열손실은 진공  집열기
가 3%정도 더 낮았다. 집열량은 진공  집열기가 평 형에 비해 6%정도 더 높은 집열량을 나타내었다. 
진공 형 집열기가 평 형 집열기에 비해 모든 성능면에서 좋지만, 유지보수 리  내구성면에서는 평
형 집열기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 각 집열기는 장·단 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능비교는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열집열기의 성능비교를 통해 나온 평균값들을 토 로 20kW 해양온도차발 에 맞는 정 
집열기용량을 선정해보았다. 집열기면 당 생산열량을 산정하기 해서, 수평면일사량과 집열기 효율을 이
용하 고, 시뮬 이션을 통해 20kW 해양온도차발 에 필요한 온열원의 필요공 열량을 산정하여 목표열
량으로써 이용하 다. 
   Table 4, 5는 20kW 해양온도차발 에 합한 평 형과 진공 형집열기의 설치사양을 나타낸 것으로써,  
집열기의 집열기면 당 평균 생산열량은 1,894.4kcal/m2·day이고, 설치면 은 1,525m2로써, 461평정도이다. 
설치면 과 집열기 단 면 을 사용하여 나온 설치수량은 751set(2.03m2)이다. 진공 집열기의 경우, 집열
기의 집열기면 당 평균 생산열량은 2,181.5kcal/m2·day이고, 설치면 은 1,324m

2
로써, 400평정도이다. 설치

면 과 집열기 단 면 을 사용하여 나온 설치수량은 646set이다. 집열기 면 당 평균 생산열량은 진공
집열기가 13%정도 더 높았고, 설치면 은 진공  집열기가 201m

2(60평)정도 게 산정되었고, 설치수량은 
진공 집열기가 105set가 게 산정되었다. 집열기별 집열량 비교를 하여 진공 집열기의 설치면 을 기 으
로 Table 6, 7과 같이 집열기별 집열량을 비교하 다. 진공 집열기가 평 형집열기보다 410,257kcal/day(13%) 
더 많은 집열량을 집열하 다.



 
   20kW 해양온도차발 의 온열원 공 열량에 맞는 평 형과 진공 형 집열기의 산정결과를 토 로 연료
는 경유를 기 으로 에 지 감량을 산정해보았다. Table 8은 평 형과 진공 집열기의 경유를 기 으로 
연료 감량과 연료비 감량을 나타낸 것이다. 1set의 하루연료 감량은 진공 형이 0.08ℓ가 더 많았고, 한
달연료 감량은 진공 형이 2.55ℓ가 더 많은 감량을 보 다. 체면 에 한 연료 감량  연료비
감량은 비슷한 감량을 보 고, 평 형과 진공 형집열기보다 설치면   설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 연료 감량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tem

Flat plate type solar collector Evacuated tubular type solar collector

Collector

Efficiency

Collecting 

area

Heat

Loss

Rate of 

heat 

collection

Collector

Efficiency

Collecting 

area

Heat

Loss

Rate of 

heat 

collection

a 66 2.03 4.06 1,874.86 69 2.03 4.735 1,993

b 63.2 2.04 5.58 1,755.83 63 2.03 4.06 1,917.76

c 61 2.0 4.9 1,993 66 2.0 4.63 1,853

d 57 2.0 5.2 1,631.58 71 2.2 5.887 1,758.9

e 55 2.1 5.5 1,621.55 79 2.0 5.1758 2,312

Ave-
rage 60.44 2.03 5.05 1,775.36 69.60 2.05 4.90 1,966.93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flat plate type and evacuated tubular type solar collector

 

Item

Quantity of 
horizontal 
solar 
radiation

(kcal/m2·day)

Collector
Efficiency
(%)

Supply heat 
per solar 

collector area 
(kcal/m2·day)

Target 
heat

(kcal/day)

Installation 
area
(m2)

solar 
collector 
area 
per 1set
(m2/Set)

The 
number of 
solar 
collector 
installation
(Set)

Jan 2,145

60.44%

1,296

2,708,000

2,089 

2.03

1,029 

Feb 2,776 1,677 1,614 795 

Mar 3,590 2,170 1,248 615 

Apr 3,959 2,392 1,132 557 

May 4,408 2,664 1,016 501 

Jun 4,278 2,585 1,047 516 

Jul 3,060 1,850 1,464 721 

Aug 3,633 2,196 1,233 607 

Sep 2,763 1,670 1,621 799 

Oct 2,681 1,620 1,671 823 

Nov 2,257 1,364 1,984 978 

Dec 2,057 1,243 2,177 1,073 

Ave
-rage 3,134 1,894 1,525 751 

Table 4. Specifications calculation of flat plate type solar collector

Item

Quantity of 
horizontal 
solar 
radiation

(kcal/m
2
·day)

Collector
Efficiency
(%)

Supply heat 
per solar 

collector area 
(kcal/m2·day)

Target 
heat

(kcal/day)

Installation 
area
(m2)

solar 
collector 
area 
per 1set
(m
2
/Set)

The 
number of 
solar 
collector 
installation
(Set)

Jan 2,145

69.60%

1,492

2,708,000

1,814 

2.05

885 

Feb 2,776 1,932 1,402 684 

Mar 3,590 2,498 1,084 529 

Apr 3,959 2,755 983 479 

May 4,408 3,068 883 430 

Jun 4,278 2,977 909 444 

Jul 3,060 2,130 1,271 620 

Aug 3,633 2,529 1,071 522 

Sep 2,763 1,923 1,408 687 

Oct 2,681 1,866 1,451 708 

Nov 2,257 1,571 1,723 841 

Dec 2,057 1,432 1,891 922 

Ave
-rage 3,134 2,181.5 1,324 646 

Table 5. Specifications calculation of evacuated tubular type solar collector



Parameter Jan Feb Mar Apr May Jun

Rate of heat collection
(kcal/day)

2,706,950 2,705,001 2,705,990 2,705,352 2,706,624 2,706,495 

Parameter Jul Aug Sep Oct Nov Dec

Rate of heat collection
(kcal/day)

2,706,550 2,705,472 2,707,070 2,705,400 2,706,176 2,706,011 

Average(kcal/day) 2,706,091

Table 6. Monthly rate of heat collection of flat plate type solar collector

Parameter Jan Feb Mar Apr May Jun

Rate of heat collection

(kcal/day)
3,115,296 3,116,316 3,115,006 3,115,905 3,117,088 3,116,919 

Parameter Jul Aug Sep Oct Nov Dec

Rate of heat collection

(kcal/day)
3,116,190 3,115,728 3,117,183 3,116,220 3,116,864 3,117,464 

Average(kcal/day) 3,116,348

Table 7. Monthly rate of heat collection of evacuated tubular solar collector 

Item
Flat plate type solar collector Evacuated tubular solar collector 

1set Total 1set Total

Daily fuel saving

(ℓ/day)
0.53 398 0.61 394

Monthly fuel saving

(ℓ/month)
16.43 12,338 18.98 12,261

Daily fuel cost saving

(won/day)
843 633,093 979 632,434

Annual fuel cost saving

(won/yr)
307,947 231,268,197 357,628 231,027,688

Table 8. Energy savings of solar collector types(Diesel standard) 

4.  결 론

   해수온도차 에 지가 일정하지 않고, 계  변동성을 지닌 도 지방에서 20kW 해양온도차발
랜트를 연  계속 으로 운 하기 하여, 열원의 하나로서 태양열 집열시스템의 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각종 집열기별 성능과 효율을 정리하고, 소요량을 용한 경우에 한 에 지 감량의 
비교를 통하여 20kW  해양온도차발 의 온열원 소요열량에 맞는 태양열집열기를 선정해보고자 하 다. 

   (1) 20kW OTEC에 필요한 필요공 열량에 한 태양열집열기는 온용 집열기인 평 형과 진공 형 
집열기가 합하다. ·고온용 집열기의 경우, 20kW OTEC에 공 되는 온열원의 매체가 물이기 때문에, 
유기열매체를 사용하여 열을 공 하는 ·고온용 집열기는 사용용도  효율을 검토해 보면 합하지 않다.  
   (2) 집열기별 성능을 비교해보면, 평 형은 진공 집열기에 비해 효율은 평균 7%정도 높았고, 열손실은 
진공  집열기가 평균 3%정도 더 낮았다. 집열량은 진공  집열기가 평 형에 비해 평균 6%정도 더 높은 
집열량을 나타내었다. 
   (3) 20kW 해양온도차발 에 필요한 공 열량을 토 로 평 형 집열기의 집열기면 당 평균 생산열량
은 1,894kcal/m2·day이고, 설치면 은 1,525m2(461평)정도이고, 설치수량은 751Set이다. 진공 집열기의 경
우, 집열기의 집열기면 당 평균 생산열량은 2,181kcal/m2·day이고, 설치면 은 1,324m2(400평)정도이고, 설
치수량은 646set로 산정되었다. 집열기 면 당 평균 생산열량은 진공 집열기가 13%정도 더 높았고, 설치
면 은 진공  집열기가 201m

2
(60평)정도 게 산정되었고, 설치수량은 진공 집열기가 105set가 게 산

정되었다. 20kW 해양온도차발 에 필요한 공 열량을 토 로 집열기별 에 지 감량은 1set를 기 으로 
진공 집열기가 평 형에 비해 더 높은 연료 감량  연료비 감량을 보 고, 체 으로는 평 형집열
기가 진공 집열기보다 설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량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0kW OTEC에 한 필요공 열량을 기 으로 집열기별로 성능비교  필요 집열기 사양  감량을 
검토해본 결과, 효율과 성능이 높고 동 기에도 평 형집열기보다 집열량이 더 높은 진공 집열기를 사용
하는 것이 합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 20kW 해양온도차발 에 합한 태양열집열시스템의 성능향상을 
한 기 자료로써 본 논문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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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 온도 변화에 따른 R32/R152a 혼합냉매용 해수 히트펌  
성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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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Seawater Heat Pump for R32/R152a Mixture 
by Heat Source Temperature Variation

H.S.Lee, H.J.Kim, D.S.Moon, J.H.Son(Deep Ocean Water Application Research Center), 
D.S,Jung(Inha University)

                
요 약

다양한 장 을 보유한 해수열에 지를 경제성과 효율이 좋은 히트펌 에 용한
다면 높은 에 지 감효과가 기 된다. 이러한 히트펌 시스템에서 열을 흡수하
거나 방출하기 해서는 작동유체가 필요하며, 작동유체로써 기존의 단일 성분 냉
매가 범 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의 냉매를 
체할 수 있는 체냉매에 한 개발과 함께 이에 한 물성  이를 용한 히트
펌 시스템의 성능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에 지의 효율 인 이용을 한 
성능향상을 해서 냉매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히트펌 의 성능향상을 도모하
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RT  해수히트펌 를 제작  구성하 고, R-22용 해수   
히트펌 에 R-134a와 R32/R152a 혼합냉매를 용함에 따른 시스템 성능 특성 을 
실험 으로 비교하기 하여 기존 냉매에 용된 실험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 고, 
냉매만을 변경하여 시스템 성능 분석을 진행하는 Drop-in 실험을 수행하여  사이
클의 성능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ABSTRACT
 If the seawater thermal energy that has various advantages was applied to 
economical and efficient heat pump, a lot of energy is expected to be saved. 
The working fluid is required to absorb or release heat from the heat pump 
system. The existing single component refrigerant is widely used as the 
working fluid. As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alternative 
refrigerant that can substitute for conventional refrigerant has been developed, 
material property of the working fluid and the performance of the heat pump 
system properties which applied the material property have been studied. For 
the efficient use of energy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heat 
pump, much effor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heat pump has been put 
on the study by using mixed refrigerant.
 In this study, 2RT seawater heat pump was designed and built. R32/R152a 
refrigerant mixture and R-134a were used for the seawater heat pump originally 
using R-22. Therefore, drop-in experiment with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 
as the original refrigerant was conducted to experimentally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heat pump system with different refrigerant, and with this experi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cle performance is compared and analyzed.

K e y w o r d s  : Seawater heat pump(해수히트펌 ), R32/R152a(혼합냉매), 
COP(성능계수), Ground seawater(지하해수), Refrigerant(냉매)

  
1.  서 론 

    세계 으로 화석연료의 사용 규제와 체 에 지 개발이 진되고 있어, 에 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에 지 이용 다변화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내의 에
지 소비 비율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 지 사용량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용 가능한 
새로운 에 지원의 개발이 시 하다. 한 기존 건축물에서는 난방이 차지하는 에 지 비율이 높았으나 
기후 변화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쾌 성에 한 요구가 증가하여 냉방에 지에 한 수
요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에서 선진국에서는 해수나 호수가 가지고 있는 온의 심층
수를 에 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극 으로 연구되고 실용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이에 한 많은 연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박 택[2002]). 신재생에 지의 
미활용에 지원인 해수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우리나라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에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에서도 해수는 계 에 따른 수온의 변동이 하천수에 비해 고, 동
결온도가 약 -2℃로 낮아 하천수보다 온까지 열 이용이 가능하며, 하 기에는 기보다 5-10℃낮고, 겨
울에는 기보다 5-8℃ 높은 온도차를 가지고 있다.(이재훈[2008])
  지구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  사용과 지구환경에 한 악 향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한 세계  공감

가 형성되고 있는  시 에서, 에 지 사용효율의 증   신재생․미활용 에 지 사용 확 , 그리고 온

실가스  오염물질의 매출 감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히트펌  시스템에 한 심이 과거 어느 때보

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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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IEA의 CO2 배출 시나리오에서 히트펌  시스템을 통한 건물 냉난방 분야 CO2 배출량 감축이 2050년 

12.5억 톤에 달할 것으로 상되는 등, 히트펌  시스템의 고효율성  친환경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다

양한 장 을 보유한 해수열에 지를 경제성과 효율이 좋은 히트펌 에 용한다면 높은 에 지 감효과

가 기 된다. 이러한 히트펌 시스템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해서는 작동유체가 필요하며, 작동

유체로써 기존의 단일 성분 냉매가 범 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의 냉

매를 체할 수 있는 체냉매에 한 개발과 함께 이에 한 물성  이를 용한 히트펌 시스템의 성

능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에 지의 효율 인 이용을 한 성능향상을 해서 냉매를 혼합하여 사

용함으로써 히트펌 의 성능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김민수[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ES(Energy Equation Solver)를 이용하여 장치를 설계하여, 2RT  해수히트펌

를 제작  구성하 고, R-22용 해수 히트펌 에 R-134a와 R32/R152a 혼합냉매를 냉매변화에 따른 시

스템 성능 특성을 실험 으로 비교·분석하기 하여 기존 냉매에 용된 실험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냉매만을 변경하여 시스템 성능 분석을 진행하는 Drop-in 실험을 수행하여 사이클의 성능 특성(압축비,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 압축기 소요동력, 열교환용량, 성능계수)을 비교·분석한다.   

   

2.  실험장치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Fig. 1과 같이 R-22용 해수히트펌 에 R-134a와 R32/R152a 혼합냉매의 Drop-in 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2RT 의 해수히트펌 를 EES(Energy Equation Solver)를 이용하여 장치를 설계하 고, Fig. 2와 같
이 2RT  해수히트펌  장치를 제작하고 구성하여 냉매변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특성을 실험 으로 비
교·분석하기 하여 기존 냉매에 용된 실험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냉매만을 변경하여 시스템 성능분
석하는 Drop-in 실험을 진행하 다. Fig 2는 2RT 해수히트펌  장치의 내부와 배 구성을 나타낸 것이고,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 열원용 순환펌 로 구성되어 있는 2RT 해수히트펌  장치에 열 소자 항온유체순
환장치를 추가하여 구성하 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2RT Seawater heat pump system

                                       Fig. 2 Photograph of 2RT Seawater heat pump system



2.2 실험방법

   2RT 의 해수히트펌 를 설계  제작하여, 혼합냉매를 용한 해수히트펌 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
여 R-22용 해수히트펌 에 R-134a와 R32/R152a 혼합냉매의 Drop-in 실험을 수행하 다. 기존냉매인 
R-22의 냉매 충 량을 확인하고, Table 1의 실험조건으로 R-22에 한 냉수  난방수 모드시에 냉수  
난방수 유량 변화에 따라 해수히트펌 의 성능실험을 수행하 고, R-134a에 해서도 냉수  난방수 모
드시에 냉수  난방수 유량변화에 따라 해수히트펌 의 성능실험을 수행하 다. 혼합냉매를 실험하기 
에 압축기를 교체하여, R-32는 35%와 R-152a는 65%의 비율의 혼합냉매를 사용하여 냉수  난방수 모드
시에 냉수  난방수의 유량변화에 따라 해수히트펌 의 성능실험을 수행하 다. 

Parameter Unit Value Note

Refrigerating Capacity RT 2

Refrigerant -
R22, R134a, 

R152a/R32

Chilled water mode

Condensing heat source flow ℓ/min 23.69

Condensing heat source temperature ℃ 14, 25

Chilled water flow ℓ/min 15, 20, 25 20.16

Chilled water temperature ℃ 12 12 → 7

Heating water mode

Evaporating heat source flow ℓ/min 19.7

Evaporating heat source temperature ℃ 9, 14
Ground seawater

Surface seawater

Heating water flow ℓ/min 10, 15, 20 13.3

Heating water temperature ℃ 40 40→50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3.  결과  고찰

   Fig. 3은 각 냉매들(R-22, R-134a, R32/R152a)에 한 냉수와 난방수모드에서의 응축열원과 증발열원
의 온도에 따른 압력비를 비교한 것이다. 해수히트펌 의 성능비교를 한 압력비는 압축비에 따라 압축
기 행정 체   단수, 배  내압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냉수모드에서는 모든 냉매가 응축열원온도가 증가
할수록, 압력비도 증가하 고, R32/R152a 혼합냉매는 압력비가 R-134a보다는 높지만, R-22에 비해서는 낮
은것을 알 수 있다. 난방수모드에서는 모든 냉매가 증발열원온도가 증가할수록, 압력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R32/R152a 혼합냉매는 압력비가 R-134a보다는 높지만, R-22에 비해서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혼합냉매 용시에 시스템의 수명이나 냉매의 안 성, 압축기 신뢰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압축기 토
출 가스온도는 이러한 특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압축기 토출가스온도 이상 상승시 압축기 내 오일 
탄화, 모터 손실 등 문제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Fig. 4는 냉매별 응축/증발
열원온도에 따른 압축기 토출가스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냉수모드에서 응축열원온도가 상승할수록, 
모든 냉매의 압축기 토출가스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 고, R32/R152a는 R-134a보다는 압축기 토출가
스 온도가 높았지만, R-22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수모드에서는 증발열원온도가 상승할수록, 
R-22는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가 약간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R-134a와 R32/R152a는 온도가 유지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R32/R152a는 R-134a보다는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가 높았지만, R-22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 히트펌 에서 시스템 성능 계수의 입력항으로 압축기 소요동력은 시스템 성능 정도를 간 으로 

단하는 지표가 되고, 에 지 효율 측면에서 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하나이다. Fig. 5는 냉매별 
응축/증발열원온도에 따른 압축기 소요동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난방수모드에서는 냉방수모드와 마찬
가지로 증발열원온도가 상승할수록, R32/R152a는 R-22, R-134a보다 압축기 소요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증발열원온도가 9℃일 때는 R-22가 R-134a보다는 압축기 소요동력이 었지만, 증발열원 온도가 1
4℃일 때는 R-134a가 R-22보다 압축기 소요동력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R32/R152a는 냉수와 난방수
모드에서 다른 냉매들에 비해 압축기 소요동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축증발열원 온도가 증가할수록 
해수 히트펌  사이클의 고압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압축기에서의 비가열 손실이 증가하게 되어 압
축기 소요도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해수 히트펌 에서 시스템 성능 계수의 출력항으로 열교환 용량(Q)은 열교환 용량이 클 때 성능이 증
가한다. Fig. 6은 냉매별 응축/증발열원온도에 따른 열교환 용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냉수모드에서 응
축열원온도가 상승할수록, 모든 냉매의 열교환 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R32/R152a는 R-22, 
R-134a보다 열교환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R-22는 R-134a보다 열효환용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난방수모드에서 증발열원온도가 상승할수록, 모든 냉매의 열교환 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R32/R152a가 다른 냉매(R-22, R-134a)들보다 열교환용량이 모든 실험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능계수(COP)는 투입한 열량에 한 동력생산이 비를 효율로 정의하는 것으로, 시스템 효율을 나타낸
다. 히트펌 에서 성능계수(COP)는 혼합 냉매를 주입한 장치에서의 에 지 효율의 척도가 된다. Fig. 7은 
냉매별 응축/증발열원온도에 따른 성능계수(COP)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냉수모드에서 응축열원온도가 
상승할수록, 모든 냉매의 성능계수(COP)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R32/R152a는 R-22, R-134a보다 성능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R-134a가 성능계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수모드에서 증발열
원온도가 상승할수록, 모든 냉매의 성능계수(COP)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R32/R152a가 다른 냉매
(R-22, R-134a)들보다 성능계수(COP)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R-134a는 성능계수(COP)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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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hilled water mode                        (b) Heating water mode

Fig. 3 Variation of Pressure ratio by condensing/evaporating heat sour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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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compressor discharge temperature by condensing/evaporating heat sour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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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compressor work by condensing/evaporating heat sour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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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condensing capacity by condensing/evaporating heat sour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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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coefficient of performance by condensing/evaporating heat source temperature

4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32/R152a 혼합냉매를 용한 해수 히트펌 의 성능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기  냉
매를 용한 증기압축식 사이클 해석을 수행하여, 2RT  해수히트펌 를 제작하 고, R-22용 해수히트펌

에 R-134a와 R152a/R32 혼합냉매의 Drop-in 실험을 수행하여 사이클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혼합냉매(R32/R152a)를 용한 해수 히트펌 의 압력비는 냉수  난방수모드에서는 R32/R152a는 
압력비가 R-134a보다는 높지만, R-22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는 냉수와 난방수 모드에서 부 R32/R152는 R-22보다는 낮지만, R-134a보
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압축기 소요동력은 모든 실험 조건에서 R32/R152a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22와 
R-134a는 압축기소요동력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났다. 
   (4) 열교환 용량(Q)은 냉수  난방수모드에서 R32/R152a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R-134a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성능계수(COP)는 냉수  난방수모드에서 소요동력보다 열교환량의 증가가 가장 큰 R32/R152a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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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격 신소재 형열교환기의 열 달  압력강하 성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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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transfer and Pressure Drop in new material Plate Heat Exchanger
Youngkwon Jung․Hosaeng Lee․Hyeonju Kim․/Jungin Yoon(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해수냉난방(Sea Water Air Conditioning, SWAC) 시스템  냉방시에서 물을 심층수와 형 열교환기에서 열교

환하여 온의 물을 건물에 보내어 냉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형 열교환기의 재료는 해수에 한 

내부식성이 뛰어난 티타늄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티타늄을 체하기 하여 스테인리스에 코

을 하여 형 열교환기를 제작하여 실험을 통하여 열 달 성능과 압력강하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 다. 재질별

로 형 열교환기의 채 간격별과 유량을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모든 신소재 형 열교환기에서 열

성능(j factor)은 모든 채  간격과 유량범 에서 SUS+DLC 코 이 우수하 으며, 압력강하(f factor)는 SUS+

테 론 코 이 가장 우수하 으나 다른 소재의 열교환기와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티타늄 재

질을 체할 수 있는 형 열교환기의 재료로는 SUS+DLC 코 이 가장 합하다고 단된다.

ABSTRACT

Plate heat exchanger is being applied in the field of marine plants and chemical industry, such as OTEC 

and SWAC equipment. The material of the plate heat exchanger is using titanium for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In this study, heat transfer and pressure drop performance was tested with coated stainless steel 

plate heat exchangers. In every channel space, SUS + DLC coatied PHE in heat transfer performance (j 

factor)  was excellent. SUS + DLC coated material that can replace titanium  is the most suitable.

Keywords : Plate heat exchanger( 형 열교환기), Seawater air conditioning(해수냉난방), j factor(j 인자)

1. 서 론 

  해수냉난방시스템(Sea Water Air Conditioning, SWAC)은 여름에는 실내에 냉방을 수행하고 겨울에는 실

내에 난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이다. 기존 냉난방시스템은 공랭식 타입으로서 열원으로 기의 공

기를 이용하는 반면 냉난방시스템은 해수를 열원으로 사용한다는 차이 이 있다. 즉, 해수의 열을 냉방을 수

행하기 한 냉수를 만들고 난방을 수행하기 한 난방수를 만들기 해 사용하는 것이다. 

먼  해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은 연안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지역  제약과 해수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재료  제약 등이 있지만, 해수열에 지 부존량이 많고 한번 설치되면 구 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 해수열에 지를 실내 냉방을 수행하기 한 냉수와 난방수로 열을 달하기 해서는 고

효율, 해수에 한 내부식성이 좋은 형 열교환기가 필요하다. 이 형 열교환기는 1950년 에 최 로 개발

되어 재까지 리 이용되어 왔다. 해수냉난방 설비와 같은 해수 랜트와 화학공업분야에 용되는 형 열

교환기는 염수 환경에 노출되어 표면 부식 발생으로 인한 성능 하와 설 등으로 인한 압력 하로 열효

율이 하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를 해 비싼 티타늄 소재를 이용하지만, 이는 

설비 구축 단계  유지 보수 단계까지 비용이 증가되는 약 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 열교환기의 재료인 티타늄과 비슷한 열 도율을 가지며, 해수에 내부식성을 강하게 

하기 하여 티타늄보다 렴한 소재(스테인리스)에 표면처리한 열교환기를 제작하여, 채 간격별로 기존의 티

타늄과 열 달 특성과 압력강하 특성을 비교·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형열교환기의 해수냉난방시스템  

용 시 열교환기의 최 설계에 도움되고자 한다.

2. 열 달  압력강하 성능 실험

2.1 실험 장치

   Fig. 1과 Fig. 2는 형 열교환기의 열 달  압력강하 특성을 실험하기 한 장치의 개략도  실제 장

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장치는 펌 를 이용한 강제 순환식 사이클이며, 냉수(해수)가 순환되는 회로와 온

수(물)가 순환되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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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부에서의 온도는 채 의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T type 온도센서로 측정하 으며, 압력은 입구와 출

구사이의 압력센서(Nuritech 203, 정확도 ±0.5%)를 설치하여 압력을 측정하 다. 각 센서의 데이터는 

Yokogawa사의 데이터 로그(MX 100)를 통해서 PC로 실시간으로 획득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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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HE experimental 

system

   

Fig. 2 Photo of the PHE experimental system

   시험부 열 의 형상, 치수  제원은 Fig. 3과 Table 1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PHE Plate

         

Plate material
Titanium, SUS 304,

DLC coating, Teflon coating

Plate size (W×L, m) 91×176

Port diameter (m) 0.0222

Plate thickness (m) 0.0006

Number of plate 10

Surface area per plate (㎡) 0.022

Chevron angle (°) 116.42

Table 1 Configuration of plate heat exchanger

Fig. 4는 본 실험에 용된 열 으로서, 기존 형 열교환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티타늄과 스테인리스 

외에 스테인리스에 테 론과 DLC 코 한 열 이다.



   

(a) Ti (b) SUS (c) SUS+Teflon (d) SUS+DLC

Fig. 4 Test Plate

2.2 실험 방법

   형 열교환기의 채 간격별 열성능과 압력강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해수와 물의 유량을 실험을 

실시하 으며, 실험조건은 Table 2와 같다. 실험은 해수와 물의 유량은 실험조건에 맞도록 하기 하여 인버

터로 조 하 으며, 유체가 시험부로 유입되면, 해수와 물측의 입출구 온도센서와 압력센서로부터 10  간격

으로 데이터를 취득하 다. 

Hot side flow rate (kg/s) 46.2

Cold side flow rate (kg/s) 38.9, 43.2, 48.0., 52.8, 58.6

Hot side inlet temperature (℃) 20

Cold side inlet temperature (℃) 8

channel space(㎜) 2.4, 2.8, 3.2

Table 2 Test condition of plate heat exchanger

2.3 실험결과  고찰

   모든 형 열교환기에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j factor 값이 선형 으로 감소함 으며, 이는 유량을 증가할

수록 난류를 진시켜 Re 값이 증가하고, Nu값은 증가폭이 작았기 때문이다. 모든 유량 범 과 채 간격에서 

열 달 성능은 DLC 코 한 열교환기가 가장 좋았으며, titanium과 SUS 304는 비슷한 값을 가졌으며, teflon 코

한 열교환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DLC 코 이 티타늄과 열 도율이 비슷한 스테인리스에 열

도율이 높은 카본(carbon)을 코 한 결과라 단된다.

   모든 형 열교환기에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f factor 값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채 간격이 좁을수

록 압력강하는 크게 나타났다. Ti, SUS, SUS+DLC 형 열교환기의 압력강하 값은 거의 비슷하 으며, 

SUS+Teflon 열교환기의 압력강하 값이 가장 낮았다. 이는 표면조도가 뛰어난 테 론을 코 한 결과라 단된

다.

   Fig. 5는 유량과 채 간격에 따른 해수 측의 j factor/f factor를 비교한 것 그래 이다. 그래 에서 알 수 있

듯이 j/f factor 값은 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 스테인리스에 DLC 코 한 열교환기가 우수한 값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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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j/f factor(seawater+water)

3. 결 론

   직  해수 냉방 시스템에 용하기 한 여러 가지 형 열교환기의 열 달  압력강하 성능을 악하



기 하여 실험을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모든 형 열교환기에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성능(j factor)은 선형 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DLC 코 한 열교환기가 가장 좋았으며, teflon 코 한 열교환기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강하 성능(f factor)은 모든 형 열교환기에서 거의 일정하 으며, teflon 코 한 

열교환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채 간격이 2.8-2.8과 3.2-3.2에서 압력강하 성능 비 열 달 성능이 가장 우수하 다. 그리고, DLC 코 한 

형 열교환기가 다른 열교환기에 비해 우수한 열 달 성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기존 titanium 재질을 체할 수 있는 재료로서는 DLC 코 이 가장 합하다고 단된다.

   해수냉난방용 열교환기에 용하기 해서는 코 한 소재의 울링 특성과 해수에 한 내부식성의 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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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퇴 물 내 부 양화 련 오염물질의 처리기술 개발
최기 , 홍기훈, 김석 , 김경련, 최진 , 김창 , 심 섭, 홍경미, 조경덕, 김혜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evelopment of treatment technology of the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containing of organic pollutants

Ki Young Choi, Gi Hoon Hong,  Suk Hyun Kim, Kyoungrean Kim, Jin Young Choi, Chang Joon 

Kim, Young Sub Sim, Kyoung Mi Hong, Kyoung Duk Cho, Hye Eun Kim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해양퇴 물의 부 양화 련 오염물질의 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국내 오염된 해역으로 추정되는 

3개 지역의 해양퇴 물을 시료로 채취하여 입도별로 구분하여 화학 산소요구량(COD), 강열감량(IL), 총

유기탄소(TOC)를 분석하여 오염물질에 한 분포특성을 악하 으며, 이를 감하기 한 장처리 기

술 개발을 한 실험실 규모의 실험(Lab-scale test)을 실시하 다.

3개 지역의 해양퇴 물은 각각 1mm 이상, 500μm 이상, 250μm 이상, 125μm 이상, 63μm 이상, 32μm 

이상, 32μm 이하로 구분하 으며, 80%이상이 63μm 이하의 펄(mud)질로 구성되어 있다. COD는 0.2∼

41.3 mg/g, 강열감량은 2.1∼16.2 %, TOC는 0.04∼3.14 %의 범 로 체 으로 퇴 물의 입자가 작을수

록 각 항목의 농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부 양화 련 오염물질 감을 해 계면활성제(Triton X-100), 과산화수소(H2O2), 과망간산칼륨

(KMnO4)을 이용하여 퇴 물과 반응시킨 후 입도별로  구분하여 의 항목들을 분석하 으며, 63μm 이

하의 퇴 물에서 과망간산칼륨은 약 40%의 제거율을 나타냈으며, 계면활성제와 과산화수소는 약 25∼30 

%의 제거율을 보 다.

실험실 규모의 실험을 통해 장처리 시설에서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은 2차오염과 단가 등을 고려해 보

면 계면활성제나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유기물 감이 효율 이라고 단되며, 다른 물리  제거 기술과 

연계하면 효율 으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Sediment contamination(퇴 물 오염), Lab-scale test(실험실 규모 실험), Remediation 

technique( 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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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도로먼지에 함유된 속 분포와 연근해역에 미치는 향
최진 , 홍기훈, 김석 , 김경련, 최기 , 조경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istribution of Heavy metals in Road Dusts and Their Potential 

Contribution to Pollution of Near Coastal Areas

Jin Young Choi, Gi Hoon Hong, Suk Hyun Kim, Kyoung rean Kim, Ki Young Choi, 

Kyoung Duk Cho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Heavy metals in 9 road dusts collected in a beach town of Busan, Korea, 

were assessed to investigate heavy metal distributions in road dust and to 

assess their potential effects to adjacent coastal environment. The road 

dusts are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The contamination level is 

relatively similar or higher than that of other polluted cities. Zn, Cu, Cr 

and Pb concentrations are higher than other elements, Li, Co, Ni, As and 

Cd, in road dusts from this area. Zn is most enriched metal in road dusts 

followed by Cd and Pb. The ratios of bioavailability fractions of heavy 

metals from road dust varied from 8%(Li) to 97%(Cu). The most 

extractable elements, by rain water, were Cu,  Zn and Cr among the 

heavy metals in road dusts collected this area, indicating that those metals 

can be pollution source of the adjacent estuary.

Key words:  Road dust(도로 먼지), Heavy metals( 속), Coastal 

pollution(연안 오염), Bioavailability (생물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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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오염부지특성을 고려한 해양오염 퇴적토 

정화기술에 관한 고찰

공 , 신정엽, 김희연, 조 희, 이 일(코오롱워터앤에 지(주))

Study on the Remediation for the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ntaminated sites in KOREA

J.Kong, J.Y.Shin, H.Y.Kim, H.H.C, D.I.Lee (KOLON Water & Energy CO.,LTD.)

 Keywords : 해양오염 퇴 토, 미세토양, 재활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해양오염퇴 물 정화․복원사업은 1988년 마산만 오염해역 설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까지 마산만 등 6개 해역에서오염퇴 물을 설로 제거한 다음 해양배출 는 해면매립(마산만)으로 

최종 처리(처분)하여 해양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 다. 그러나 수거해양오염퇴 물의 해양배출기  강화(해양

환경 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3, 2008년 8월)로 해양배출 체 처리방안의 부재로 정화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

생함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부산 남항  용호만에서 해양오염퇴 물을 수거하여 한 처리 후 연안매

립(신선 설토투기장)으로 최종 처리(처분)하는 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울산 방어진, 진해 행암만, 부

산 감천항 등에서 해양오염퇴 물 정화사업이 정되고 있다. 그러나, 재 정화사업은 일부 유기물질에 국

한되고, 발생되는 악취 정도만 처리하여 설토 투기장으로 버려지고 있음에 따라 정화라는 개념보다는 

설, 투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해양퇴 토는 육상, 하천, 기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오염물질의 최종 침 지 임에 따라 속  기

타 유기오염물질의 복합 오염체이다. 한 퇴 물의 기성 분해에 따른 악취가 심하며 오염물질에 따른 

서생물에 ·만성 독성을 포함한 악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해양퇴 물은 육상의 오염

토양과는 달리 입자가 작은 실트, 토질의 함량이 상 으로 높으며(약 70% 정도), 오염물질의 부분이 

이런 미세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오염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해양퇴 물의 효과 이고 경제 인 정화․복원사업을 하여 상용화된 정화기술의 조사를 통하여 보다 

실 인 해양오염퇴 물의 정화기술에 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양오염퇴 토의 정화기

 우리나라는 해양오염퇴 토에 한 구체 인 정화기 을 갖고 있지 않으나 해양오염퇴 물 조사  정화복

원 범  등에 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00호)에서 오염원인 물질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부

양물질로 나 고, 항목별 오염도에 따른 평가 수를 이용하여 정화·복원지수를 산정한다. 산정된 복원지수에 

따라 부 화 물질의 경우 6이상,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2이상인 경우 정화복원 상 구역으로 설정 할 수 

있으나, 이 게 정화지수를 평가하는 방법은 정화 후 오염물질 항목별 인 정화기 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통한 기 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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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 N K H M R S

Al % 6.4 4.4 8.1 8.8 7.6 7.6

Fe % 4.5 2.2 3.8 3.3 3.2

Mn ㎎/㎏ 717 269 811 489 585 463

TOC % 2.3 3.4 1.7 1.8 0.9 0.6

TN % 0.2 0.1 0.2 0.1 0.2 0.1

유해

화학

물질

As ㎎/㎏ 10 8 9 10 9 7

Cd ㎎/㎏ 1.37 0.54 0.62 0.60 0.45 0.16

Cr ㎎/㎏ 79 21 54 93 82 70

Cu ㎎/㎏ 73 83 97 89 49 77

Hg ㎎/㎏ 0.141 0.078 0.062 0.177 0.105 0.066

Ni ㎎/㎏ 17 9 23 23 27 26

Pb ㎎/㎏ 74 34 58 73 45 40

Zn ㎎/㎏ 321 119 242 254 178 178

PCBs ㎍/㎏ 10 20 21 22 25 5

PAHs ㎍/㎏ 1,681 4,012 2,410 516 175 376

TBT ㎍/㎏ 108 337 461 105 7 39

ClHC 정화지수 2.07 3.99 4.68 2.49 0.86 1.17

부

양화 

물질

IL % 11.2 6.9 7.3 6.8 7.3 4.2

COD ㎎/g 20 27 16 19 11 19

AVS ㎎/g 1.8 0.6 1.5 0.9 0.6 0.3

ClET 정화지수 6 6 5 5 3 2

입도
구성

자갈(Grvel) % - 7.5 - - - 3.9

모래(sand) % - 70.3 - - 8.1 22.3

미사질(silt) % - 14.7 - - 52.4 49.4

토질(clay) % - 7.4 - - 39.5 24.5

3.  해양오염 퇴 토 정화기술의 제안

 1) 우리나라 해역의 퇴 물 특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퇴 물 정화기술을 시험하기 하여 수행된 6개 해역의 평균오염도  정화

지수를 보면, 주요 오염물질은 COD, AVS, TBT, PAH , Cu, Pb, Zn, Cd 등으로 유기물질과 속의 혼합

오염으로 나타났으며, 입도구성의 경우 해역의 특성에 따라 조 씩 다르지만 실트질 이하의 비율이 20 – 7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이런 특성은 향후 퇴 토를 정화하는데 있어 유기오염물질과 속의 복합오염이라는 에서 한가지 

공법만을 용해서 정화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단되며,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 으로 활용되어져야 만하

고, 미세토양의 함량이 으로 많은 퇴 토의 특성상 부를 정화하기라 과다한 비용  시간이 소요되

거나 는 좀 더 특화된 처리방법이 요구되어 질 것이다.

표 1. 해역별 퇴 물 오염특성  정화지수 

  2) 정화기술의 제안

   앞선 조사결과를 토 로 용 가능한 오염 퇴 토 정화 기술을 살펴보면 물리·화학  처리기술, 고정화·

안정화, 열 처리 등을 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오염된 설토를 처리하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이 

설토 내의 미세토의 정화방법이다. 육상 오염토양의 정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세토의 함량이 높은 토양의 경

우 오염물질의 제거가 용이하지 않아 세척공법을 용할 경우에 정화가 어려운 다수의 미세토는 수처리공

정을 통한 폐슬러지의 형태로 배출되어 매립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특히, 표 1에서와 같이 유기물과 속이 복합 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퇴 토의 경우 유기물의 산화를 

한 화학  처리기술과 속의 용출을 한 세척공법 등을 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게 용할 경우 

부분의 미세토양은 폐슬러지로 배출되어 매립되어지는 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퇴 토를 자원이

라는 으로 근하여 재 상용화되어있는 정화공법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재활용 목 별로 정화공

법을 선정하여 퇴 토의 정화  재활용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화공정 기부터 토양세척법으로 정화가 가능한 모래입경과 정화가 어려운 실트질과 토질을 우선 

선별하고 선별된 모래질의 경우 화학  산화, 용출 등의 기작을 거쳐 정화하여 양빈 등의 재료로 재활용하

고, 분리된 토질은 고형화 는 안정화 등의 무해화 처리기술을 거쳐 건설자재로의 재활용을 한다면 보다 

경제 이고 효율 으로 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우리나라의 해양오염퇴 토의 오염특성을 악하여 그동안 폐기물(투기장 투기 등)로 처리되어 오던 퇴

토의 재활용을 고려한 퇴 토 정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오염퇴 토를 새로운 자원으로서 인

식하고 그 재활용의 용도를 고려한 경제 이고 친환경  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해 

하루빨리 해양오염퇴 토의 법  정화기   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시 하다 할 것이며, 

해역별 퇴 토의 오염특성을 악하여 이에 합한 정화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사

이 연구는 2012년 국토해양부의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지속가능 해양오염퇴 물 정화기술 개발).

참고문헌

 1. 윤길림, 김한선 (2007) 설토사 처리  유효활용 기  수립, 한국해양연구원

 2. 이승우, 이길여 (2003) 호소  하천의 퇴 오니 분포조사  환경친화 인 설·재이용 기술개발,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3. 장해남, 신항식, 고석오 (2004) 하상 퇴 물 회수  복합오염물 최 처리공정개발, 호산업(주)

 4. 김경련 (2112) 지속가능 해양오염퇴 물 정화기술 개발을 한 시험 가능 해역 검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오염퇴 물 리법 제정안 마련
김홍균 (한양 학교 법학 문 학원), 장철원 (한양 학교 학원)

                   

요 약

 

  오염된 해 퇴 물로 인하여 국민 건강, 재산이나 해양환경에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그 해를 방한다는 차원에서 해양오염퇴 물을 수거하고 이를 정하게 

처리할 필요성과 함께 해양오염퇴 물로 괴․훼손된 해양환경  생태계를 복원

할 필요성이 증 하고 있다. 한 해양오염퇴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

아 순환 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한

편 최근 폐기물의 해양배출기 이 강화되면서 수거된 퇴 물의 해양배출이 제한됨

에 따라 자연정화, 장처리, 표면피복, 재활용, 호안매립, 해양고립처분 등 다양한 

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양오염퇴 물의 수거, 처리(운반, 보 , 재활용, 처분 등) 등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 법제는 이를 한 근거 규정을 제 로 갖추고 있지 못하여 

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행 법제 하에서는 해양오염퇴 물, 수거  

처리 등에 한 기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해양오염퇴 물의 수거․처

리  재활용의 기   방법 등에 한 법  근거가 없어 해양오염퇴 물의 정

한 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한 해양오염퇴 물은 기존 해양환경 리법, 폐기물

리법, 토양환경보 법 등에 산재된 규정에 의해 규율될 여지가 있으나 용상 혼

란이 있고, 단편 인 규정에 그쳐 해양오염퇴 물 문제에 유효 히 응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수거와 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양오염퇴 물을 체계 , 통일 으로 

리하기 해서 개별법을 두고 그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련법

의 일부 개정으로는 미 책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이들 법의 목 과 취지 등에 비

추어 해양오염퇴 물의 수거  처리의  과정을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법률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 해양오

염퇴 물 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과 폐기물을 구분하는 것이 실 으로 어

려운  때문에 해양오염퇴 물에 통일된 법  지 를 부여하여 포 , 통일 으

로 리해야할 필요성도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해양오염퇴 물 리법(안)을 마련하 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오염퇴 물, 수거, 처리, 정화, 재활용, 고립처분, 

자연정화, 장피복 등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 고, 해양오염퇴 물 리의 기

본원칙을 설정하고, 해양수산부장 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으며, 

해역 리청으로 하여  해 퇴 물 오염실태조사  정 조사를 하도록 하 다. 

한 해양수산부장 은 오염원인자에게 해양오염퇴 물의 수거를 명하거나 직  수

거할 수 있도록 하 고, 수거의 기 과 방법, 검증  사후 리 등에 하여 규정

하 으며, 해양오염퇴 물 처리의 기 과 방법, 해양오염퇴 물 재활용 용도와 방

법  처리시설 설치·운 , 해양오염퇴 물 해양투기의 원칙  지  외  허

용, 해양오염퇴 물 매립·고립처분·자연정화  장피복의 기 과 방법 등에 하

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각 기 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

이 처리 정지·처리방법 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오염

조사기   검증기  등 해 퇴 물 련 문기 의 근거규정을 마련하 고, 해양

오염퇴 물수거업  해양오염퇴 물처리업을 신설하 으며, 각종 반사항에 한 

벌칙  과태료에 한 규정을 두었고, 부칙에서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 

「해양환경 리법」에서 개정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Keywords : 해양오염퇴 물, 고립처분, 자연정화, 장피복, 해 퇴

물 련 문기 , 해양오염퇴 물수거업, 해양오염퇴 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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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벤토나이트,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혼합 속 흡착 특성
                         신우석・우은정・고세령・강구・김 기(한경 학교)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mixed-heavy metals using recycled aggregate, 
bentonite, and steel slag

W.S. Shin・E.J. Woo・S.R. Ko・K. Kang・Y.G. Kim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재 해양오염퇴 물의 처리는 육상 매립장 확보 곤란  외해투기 지라는 이 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장피복방법(in-situ capping)이 주목받고 있으나, 장피복설계  시공과 더불어 

장피복소재들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모래, 자갈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오

염퇴 물의 장처리를 해 효율 이고 경제 인 피복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골재, 제

강슬래그, 벤토나이트의 속 흡착 특성을 검토하기 하여 혼합 속에 한 흡착평형(Kinetic)조건을 

알아보고자 흡착시간별로 시료를 분석하여 흡착평형조건을 설정하 으며, 농도에 따른 흡착 특성을 악

하기 하여 혼합 속의 농도를 달리하여 혼합 속의 제거 특성을 알아보았다. 

Keywords : Capping materials(피복소재), mixed-heavy metals(혼합 속), Adsorption(흡착), Contaminated 

sediment(오염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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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과 수조를 이용한 오염퇴 물내 오염물질 용출차단  안정화
조성욱, 강 구, 김 기, 엄병환, 박성직 (국립한경 학교)

Determination of Efficiency of Capping Materials for Stabilization of 
Contaminated Sediment and Interruption of Contaminant Release Using 

Column and Water Tank Experiment
S.W. Jo, K. Kang, Y.K. Kim, B.H. Um, S.J. Park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장피복방법의 가장 큰 장 은 자연정화방법이나 설 등에 비해 상 으로 짧은 시간 안에 오

염된 퇴 물을 해양환경에서 고립시켜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한다. 한 비용 인 측면에서도 매
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반응성 피복 소재의 선정은 피복 두께를 감소시키며, 효과

으로 오염물질을 안정화 시키고 오염물질의 해양 환경으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컬럼  수조를 심으로 반응성 피복소재에 의한 퇴 물 내 오염물질 용출차단  퇴

물의 안정화 성능을 평가 하 다. 먼  컬럼을 이용한 용출차단 실험은 지름 5 cm, 높이 30 cm
의 컬럼을 이용하여 반응성 피복소재인 제강슬래그의 충진 높이, 유속, 인(Phosphorus)의 농도를 
달리하여 용출차단 효율을 평가하 다. 컬럼 실험 결과, 제강슬래그를 3 cm 이상 피복하 을 때 
인의 용출 차단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 실험을 통하여 반응성 피복소재인 순환골재, 벤
토나이트의 오염물질 용출차단  안정화 특성을 평가하 다. 반응성 피복 소재의 오염퇴 물에서 
오염물질의 용출차단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수조(길이 80 cm, 비 20 cm, 높이 12 cm)에 Cr6+, 
As3+, Pb2+, Ni2+, Zn2+, Cu2+, Cd2+으로 오염된 퇴 물을 채운 후 30일간 해수에서 각각의 속의 
농도를 모니터링 하 다. 반응성 피복소재에 의한 퇴 물 내 오염물질 안정화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수조 실험 종료 후 오염퇴 물 내 속의 존재형태를 Tessier(1979)가 제안한 단계별 추출
법(Sequential Extraction Method)으로 분석하여 반응성 피복소재에 의한 퇴 물 내 속 안정
화 정도를 악하 다. 수조 실험 결과, 반응성 피복 소재를 사용하 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
다 속의 농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반응성 피복 소재가 용출 차단에 효과 인 것으
로 단된다.

     
 K e y wo r d s  : Reactive Material(반응성 소재), Contaminated Sediment(오염퇴 물), Capping(피복), 
Column Experiment(컬럼 실험), Water Tank Experiment(수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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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형 모형 실험을 통한 피복공법 장 용성 검토
이장근, 강재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In Situ Capping for Field Application

J.Lee, J.M.Kang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요 약
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기인한 오염물질들이 다양한 경로로 해양으로 유입, 축

됨에 따라 연악지역 퇴 물이 오염되어 해양환경이 악화되는 사회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퇴 물을 장에서 처리하는 피복공법을 국내에서 용하

고 있지만 엔지니어링 설계 기법은 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피복공법 용에 따른 

고려사항을 실 형 축소 모형실험을 통해 도출하고 향후 실해역 장에서 용하

고자 한다. 장 피복재로 사용되는 가는모래와 간모래의 입경을 고려한 시료를 

선정하여 수면투하 시에 형성되는 형상을 찰하 다. 토함유량이 높을수록 오탁

에 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종 피복형상은 도의 고와 주기 그리고 포설재료에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Contaminated sediments is an issue of significant contemporary concern. The 

application of in situ capping to isolate and contain the contaminants is a 

desirable management option, but there is no guidance for in situ capping. This 

study presents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in situ capping for field applic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water pollution should be controlled during in 

situ capping when clay content in capping material is significant. Final capping 

dimension is affected by frequency and height of wave and capping materials.  

Keywords : contaminated sediments(오염퇴 물), in-situ capping
(피복공법), experiment(실내실험), capping material
(피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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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질내 자생미생물의 성장활성에 한 향성 평가 

송 채, 센틸(한국해양 학교 환경공학과), 우정희(한국해양 학교 원 기자재연구센터)

Effect of biostimulation on growth of indigenous microorganisms in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Young Chae Song, Palaninaicker Senthilkumar(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ersity), Jung Hui Woo(Nuclear Power Equipment Research Center,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오염 질에 포함되어있는 유기물질 분해에 한 질 내에 자생하는 미생물의 생물활성도를 평가하기 

하여 회분식 실험을 수행하 으며, 자 수용체  자 공여체의 농도와 온도에 따른 미생물 군집변화를 

비교평가 하 다. 수행온도는 10℃  15℃에서 수행하 으며, 황산염과 질산염의 농도는 5, 10mM, 아세

테이트는 5mM을 용하 고, 황산염과 질산염  아세테이트를 각각의 농도별로 혼합(S+N+A)하여 각각

의 환경에 한 해양자생미생물의 활성도를 평가하 다. 결과로서, 미생물 군집은 배양시간에 따라 증가하

고, 아세테이트, 황산염  질산염을 첨가하 을 때(5S+10N+A, 15℃) 조구와 비교 시 

7.67±4.7×10
5CFU/g 에서 14.5±5.7x106CFU/g 로 다소 증가하 다.  오염 질내 함유된 유기물분해율은 황

산염과 질산염을 첨가하 을 때 다소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 자수용체와 자공여체의 농도

가 각각 5S+10N+A, 10S+5N+A  5S+5N+A를 첨가하 을 때 유기물 분해율이 52%, 50%  49%로 높

게 평가되었다.  이는 해양토착 미생물이 오염 질 내 함유된 유기물 분해 시 자생미생물의 활성 진 물

질로 작용하여 분해율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Biostimul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treatment for contaminated sediments in cold 

climatic region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biostimulation in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a 

microcosm study was conducted. The addition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electron acceptors (Sulfate, 

Nitrate), electron donor (Acetate) and effect of temperature on microbial population in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was studied in batch experiments. Two different temperature conditions (5°C & 15°C) 

and addition of stimulants [control (no addition) sulfate (S; 5, 10mM), nitrate (N; 5, 10 mM), acetate 

(A; 5 mM) and combinations (S+N+A)] were studied. The results showed microbial population 

increased with increase in incubation time. Addition of acetate, sulfate and nitrat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microbial population compared to the control. A large increase in microbial population 

was noticed (from 7.67 ± 4.7 x 10
5CFU/g to 14.5±5.7 x106CFU/g) in 5S+10N+A treatment at 15°C for 

30 days. In control, slight increase (from 25.17 ± 4.3 x 104CFU/g to 7 .67 ± 4.7 x105CFU/g) in 

microbial population was determined throughout the experiment period. Temperature elevation had a 

small effect on bacterial population. Similarly, addition of sulfate and nitrat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rganic matter degradation in contaminated sediments.  Compared to other treatments, high percentage 

of organic matter degradation (52%, 50%, 49%) was observed in the treatments of5S+10N +A; 10S+ 

5N+A, 5S+5N+A respectively in the 30 days of experiment at 15°C.  In conclusion, the addition of 

nutrients and electron acceptors played a vital role in stimulating indigenous microorganisms in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K e y w o r d s  : Biostimulation(생물활성), Sediments( 질), Microcosm(, Organic matter degradation, 

Electron accep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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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ulfovibrio desulfuricans를 이용한 해수내의 

속 제거

주정옥, 오병근(서강 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sulfate reducing bacteria(SRB)종류인 Desulfovibrio 

desulfuricans를 이용하여 해수에서의 속 제거에 한 연구를 하 다. 인

공 바닷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온도와 pH에 따른 균의 최  성장 조건(37˚C 

,pH7)을 찾고 이 조건으로 14일 동안 각각의 Cd, Cu, Zn, Pb, Ni, Cr, As와 모

든 속이 혼합되어있을 때의 제거율을 ICP 분석을 통해 측정하 다. 

속 주입 후의 OD 값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균이 

속에 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제거효율을 보면 Pb>Ni>Zn> 

Cd>Cu>Cr>As순으로 높았고 특히 Pb의 경우 90%가 넘는 제거율을 나타냈

다. 한 모든 속이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Cd>Pb>Cu>Zn>Cr>As>Ni순

으로 제거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 로  D. desulfuricans를 이

용하여 실제 오염지역에 용하여도 속제거에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2012년 국토해양부의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지속가능 해양오염퇴 물 정화기술 개발)

                                   

 Keywords : SRB, Desulfovibrio desulfuricans, 속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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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제어형 조류발  기술 개발 과제소개  총 발표

                         이  수, 박 진 순, 고 진 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Introduction of Project Named by "Development of Active-controlled 
Tidal Stream Generation Technology" 

                  K.-S. Lee, J.-S. Park, J.H.Ko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과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7년간 진행되며 능동제어형 터빈

과 경제 인 맞춤식 지지구조물을 설계 제작하여 실해역 실증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부 으로, 첫 
번째는 유향, 유속 변화에 능동 처하여 효율 이고 용 범 가 넓은 조류발  시스템 개발이며 유속 
2m/s 이상 조건에서 발  효율 200KW이상, 발 효율 25%이상, 그리고 시설이용률 30%이상 달성을 하고
자 한다. 두 번째로는 시공과 유지보수 감형 지지구조물 설계 시공이며 세 번째로는 장실증  성능
제고를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이다. 세 가지 목표에 맞추어 세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 으며 재 2차년
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과제 리를 포함한 총 연구의 주요 업무는 연구 리시스템 구축  리, 
SCADA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인증 기반 구축이다. 연구 리시스템 구축  리는 10개 이상의 유  기
의 연구 스 쥴 리  자료 공유 기능을  수 있으며 수행되는 실험, 해석, 그리고 실증 자료 등을 DB
에 장하게 되어 연구  그리고 연구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 구축은 능동 제어 기능, 시스템 모니터링, 그리고 발 기  력변환 제어를 
포함하는 두뇌 역활을 하게 될 것이며 3차년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할 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증 기반 
구축 업무는 표 화된 개발 과정과 성능 평가 방법 연구를 통해 향후 인증을 포함한 제품화 과정에서 활

용될 것이며 산업화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ABSTRACT 
This is an on-going project for 7 years from Nov. 2011 to Nov. 2017, which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 which main goals are the developments of an 
active-controlled tidal stream turbine, an customized sub-structures and the pilot test of the total 
system. In a detail, the first goal is to develop the tidal stream turbine which can actively adjust the 
flow direction and velocities and then achieve a high efficiency with a wide feasible range in terms of 
velocity, depth, and area. Quantitatively, the turbine is required to achieve a rated power over 200KW, 
an efficiency over 25% and an usage ratio of the equipment is over 30% by fully utilizing a high-end 
control techniques in the field of tidal generation. The second goal is the development of an economic 
substructure in terms of the cost of constructions as well as managing and maintenance. The third 
goal is the performance investigation throughout an offshore pilot test, by which we also will establish 
the strong background for a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We separated this project into three 
sub-projects related to the three goals and are working on these in the second year. Main works of a 
supervisory part including the managing of the sub-projects are the developments of a researching 
managing system and a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background of a certification process.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research managing system make frequent data sharing and tight scheduling  among over 10 involved 
organizations possible as well as make all data including experiment, analysis, research note etc. 
stored and utilized during and after the project. The SCADA system being developed will play role in 
the head that includes the active control of the turbine, health monitoring, the control of generators 
and power converters. The SCADA system will be practically developed from the third year of the 
project.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background of the certification process includes the 
standardization of development processes and the evaluations in turbine's performance, from which a 
successfully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technologies developed through this project is possible.

     Keywords : Active Control(능동제어), Tidal Stream Turbine(조류 터빈), Substructure(지지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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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제어형 조류 터빈설계에 한 연구

                         고 진 환, 한 택 희, 이 진 학, 박 진 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tudy on Active-Controlled Tidal Stream Turbines 
    J. H. Ko, T. H. Han, J.-H. Lee, J.-S. Park,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능동제어형 조류 터빈 연구 목표는 유향·유속 변화에 한 능동 제어를 통해 효율 이고 유속 용범

가 넓은 조류터빈 시스템 개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터빈의 세 가지 형태(수평축, 수직축, 가동물
체형)에 한 세 가지 제어방식(피치, 요, 유동)의 용 방식을 연구하고 앞의 목표에 맞는 최 인 터빈을 
추출하는 방법론과 선정된 후보들에 해서 소개한다. 수평축의 경우는 개방형 터빈과 덕트형 터빈이 
기에 고려되었으나 덕트형 터빈의 경우 능동 제어를 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방형 터빈으로 선
정하 고 블 이드 피치 제어와 요 제어 방식 포함하고 있다. 수직축의 경우는 다리우스 터빈과 사보니우
스 터빈이 기에 고려되었으나 효율 측면이나 능동제어 용에 장 이 있는 다리우스 터빈을 선정하
다. 다리우스의 경우는 직선형 블 이드을 선택하 고 피치가 유동에 지에 의해 수동 으로 제어되는 방
식을 검증하고 있다. 한 덕트를 통한 유속 제어와 요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가동물체형의 경우는 듀얼 
랩 형식 터빈이 선정되었고, 피치제어는 필수 사항이며 요 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각 타입별 하나의 형식이 선정되었고, 해석 , 수치 , 그리고 실험  검증  설계 과정 등을 통해 최
 설계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험의 경우는 개념 검증과 정성  비교를 한 1/50 

스 일 이하의 실험과 요제어 개념 검증  터빈 효율 비교를 한 1/10-1/50 스 일의 실험을 병행 진행
하고 있다. 나셀 설계에 있어서, 수평축의 경우는 단면이 고 긴 형상을, 수직축의 경우는 단면이 크고 짧
은 형상을, 그리고 가동물체형의 경우는 박스형을 고려하고 있다. 나셀은 발 기와 력변환장치를 포함하
고 있어 수  설계가 요하며 체 체 을 이기 해 해수를 이용한 냉각방식을 설계하고 있다.    

                                    ABSTRACT 
The research goal of the active-controlled turbine is the development of a high efficient tidal 

turbine system that is generated in a large range of flow speeds. In this work, we consider three type 
turbines with three type controllers, study optimal selection methods among them, and introduce the 
candidates suitable for the pre-described goal. In case of the horizontal axis type, open and duct type 
turbines were initially considered, but we select an open type turbine including blade pitch control and 
yaw control because the duct type turbine is hard to apply the active control concepts. In case of the 
vertical axis turbine, Darrieus and Savonius turbines were initially considered but we choose the 
Darrieus turbine because of the low efficiency of the Savonius turbine. More specifically, Darrieus 
turbine with the straight blade is selected and variable-pitch type is in validation. In case of the 
moving  body type turbine, a dual flapping type turbine, in which active pitch is necessary and 
passive yaw control is included, is chosen. Afore-mentioned, we already picked up a strong candidate 
of each type and study on obtaining an optimal design by analytic, numer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es. Specially in experimental approach, we simultaneously conduct two different experiments: 
the first is 1/50 scale experiment for concept validations and qualitative comparisons among turbines, 
the second is 1/10-1/50 scale experiment for the validation of a yaw control concept and efficiency 
comparisons among the turbines. In terms of nacelle design, long one with a small section area for the 
horizontal axis turbine, short one with a large section area for the vertical axis turbine, and a box 
type for the moving body type turbine are considered. The sealing of the nacelle is an important 
design factor because the nacelle contains generators and power converters. In order to reduce the 
overall volume of the nacelle, we are designing a direct cooling system by seawater. 

     Keywords : Active Control(능동제어), Tidal Stream Turbine(조류 터빈), Nacelle(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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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달계  능동형 요제어장치에 한 연구
황 태 규, 추 진 훈, 권 욱, 김 성 규, 권 성 용, 김 정 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Study on Power Transmission System and Active Yaw Control Devices
for Tidal current power plant

T.G.Hwang, J.H.Choo, W.Kwon, S.G.Kim, S.Y.Kwon, J.H.Kim

(Korea Marine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요 약
 세계 으로 다가올 에 지 란에 비하기 하여 신재생에 지 개발에 

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태양 발 /풍력발 처럼 청정에 지이면서 미개발된 
해양에 지에 한 심이 집 되고 있다. 조류발 시스템의 경우, 유지.보수의 
편의상 요(Yaw)제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낮은 유속  유향변화
가 심한 지역에서는 요제어가 필요하다. 이를 하여, 선박의 방향타(Rudder)
를 용하여 능동형 요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요제어의 회 방향의 힘
은  양력과 항력의 합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스템의 최  운 을 고려하여 양
항비(L/D)가 높은 NACA Code  받음각을 제어 시스템에 용하 다. 최종
으로 NACA0012를 선정하 으며, 선정된 NACA0012 Code는 Re=80,000에서  

받음각 7도, 최  양항비(cL/cD) 35.42이다. 본 연구에서는 1/20 스 일 모델에 

NACA0012를 용하여 요제어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하 다.

ABSTRAC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coming energy crisis in the world ar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Recently, Interest in 
ocean energy which is undeveloped despite of clean energy such as 
photovoltaic power/wind power is concentrated. Most of tidal current power 
plant do not need Yaw control for the convenience of maintenance and 
repair. But at severe area of flow direction displacement or low flow 
velocity fluctuation, Yaw control is need. Therefore, we try to develop 
active yaw control system by applying the rudder of a ship. Force in the 
direction of rotation of yaw control is determined by the resultant force of 
lift and drag. In consideration of the optimal operation of the system, high 
lift-to-drag ratio(L/D) NACA Code and Attack angle was applied to the 
control system. Finally, NACA0012 was selected. In Re 80,000 the 
NACA0012 Code has attack angle 7° , Maximum lift-to-drag ratio(cL/cD) 
35.42 In this study, we tested the performance of yaw control system at 
1/20 scale model with NACA0012.

 Keywords : Renewable Energy(신재생에 지), Ocean Energy
(해양에 지), Tidal current(조류), Active(능동), Yaw Control(요

제어), Lift-To-Drag ratio(양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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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축 수차의 능동형 피치 제어장치 형상 설계  성능평가
박훈철, 강태삼, 트롱 쾅 트리,  쾅 , 박혜주 (건국 학교)

Design and Evaluation of Active Pitch Control Mechanism 
for Horizontal Axis Turbine

H.C. Park, T.S. Kang, T.Q. Truong, P.Q. Le, H.J. Park (Konkuk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과제명: 능동 
조류 발 기술 개발)의 일부분인 수평축 수차의 설계를 한 사  연구로서, 수
평축 수차의 실험실 모형을 설계하기 하여 재까지 수행한 연구 내용을 요
약 소개한다. 수차의 재료로는 기본 으로 선박의 스크류 ( 로펠러)에 많이 사
용되는 니 -알루미늄-청동 합 을 사용할 수 있다. 유리섬유강화 복합재료는 
가격이 렴하고 무게가 가볍다는 장 으로 인하여, 최근 개발된 수평형 수차
에 용되고 있으나, 염수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40% 정도 
하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에 한 비가 필요하다. 수차 블 이드의 형상
은 깃 요소-모멘텀 이론을 이용하여, 주어진 익형에 하여 수차 블 이드의 
모든 부 가 최  출력 계수를 발생하도록 시  길이와 비틀림각을 선택함으로
써 결정하 다. 이와 같이 최  설계된 수차 블 이드는 특정 역의 끝단속도
비에 해서 최 의 출력계수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차에 유입되는 조류의 유
속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정 끝단속도비를 유지하기 하여 수차의 회  
속도를 이거나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최 의 피치각도로 장착
된 블 이드 피치에 변화를  수 있도록 허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
문에서는 최 의 블 이드 피치에 변동이 생겼을 때의 출력계수 변화를 깃 요
소-모멘텀 이론으로 측하고 이를 실험 으로 검증하기 한 허  구조를 설

계 사례를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recent progress of the research on design of a lab-scale 
horizontal-axis-type turbine (HAT), as a part of "Development of active- 
controlled tidal stream generation technology" lead by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Nickel-aluminum-bronze (NAB) can be used 
for fabrication of turbines, which is widely used for fabrication of screws of 
ships. Glass fiber reinforced composite, which is cheaper than 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 and lighter than metals, can be another choice. 
However, the structures must be designed noting that its tensile strength 
can be reduced as much as 40% when it is exposed to salt water for a 
long time. Geometry (i.e. chord and twist) of the HAT blades was 
determined such that each blade section can demonstrate the maximum 
power coefficients using the blade element-momentum theory (BEMT). The 
optimized blades provide a maximum power coefficent for a certain range of 
tip speed ratios. When the inflow speed is changed, however, the rotating 
speed should be controlled by changing the blade pitch to maintain an 
appropriate rotating speed. For this purpose, a hub structure design was 
proposed for the installation of blades and pitch control, and the change in 

the power coefficient for the modified pitch was estimated using the BEMT.

Keywords : Horizontal axis turbine, Nickel-aluminum-bronze 
alloy, blade element-momentum theory, blade design, hub 

design, power coefficient, pitch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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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제어형 조류발 용 250kW  발 기 제어기술 연구
김 지 원, 박 병 건, 오 창 훈, 문석환(한국 기연구원 동력연구센터)

A Study on Control Techniques for 250kW rated Active Controlled Tidal 
Current Generation System

J.W. Kim, B.K. Park, C.H. Oh, S.H. Moon(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능동제어형 조류발 을 한 동기발 기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제어 
기술과 NPC(Neutral Point Clamping) 3 벨 인버터를 용한 계통연계형 인버터 제어기술을 나타내었다. 
동기 동기 MPPT 제어 기술은 유속정보를 이용한 발 기 속도제어 방식을 용하 으며, 유속에 따른 최
의 속도 기 치 계산을 하여 터빈 설계 데이터로부터 얻은 


 곡선과 주속비 데이터를 이용하 다. 

제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PSIM을 이용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결과 
임의의 유속 변화에 해 발 기는 최  출력 을 잘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NPC 3 벨 컨버터를 용한 계통연계 제어 기술에 해서는 간단한 압변조를 통하여 NPC 컨버터의 
DC link 압 불평형을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은 성  압의 변동을 제
어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계산된 오 셋(offset) 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
기 하여 PSIM 시뮬 이션을 수행하 고 그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은 컨버터의 변조지수 변화에 해서 
우수한 DC link 압 평형제어 성능을 확인하 다. 
 향후 본 논문에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을 통하여 실제 성능을 검증하고, 국내 실 사이트에 설치
하여 실증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ABSTRACT
 MPPT control methods of the PMSG(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for active tidal 
current generation and grid connected NPC 3-level converter are presented in this paper. A speed 
control method using tidal current speed is introduced. The speed reference of the PMSG is generated 
from the 


 curve and TSR(Tip Speed Ratio) of the designed turbine. A simulation using PSIM is 

carried out to show the validity of the algorithm. As a result, the PMSG can generate the maximum 
power according to the tidal current speed variation using the presented speed control algorithm.
 An DC link balancing control algorithm for NPC 3-level converter using simple voltage modulation,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control algorithm utilizes the calculated offset voltage including 
the element which is controlling the neutral point voltage variation.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a PSIM simulation is performed and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superior DC 
link voltage balanc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the modulation index of the NPC 
3-level converter.
 The algorithms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be implemented in the experimental setup to verify the 
real performance of the algorithms. And the real system will be installed to test the active tidal 
current gen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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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발  구조물의 강-콘크리트 연결부 상세에 한 연구
정  회, 윤 제 성, 고  오, 박 창 범 ( 건설(주) )

A Study on the Steel-Concrete Connection Details

of Current Power Structures

K. H. Jung, J. S. Yoon, K. O. Ko, C. B. Park ( HYUNDAI E&C )

요 약

  해수의 일정한 흐름을 이용하여 발 하는 조류발 은 효율이 높고 안정 인 조류

발 장치 뿐만 아니라 안 하고 신뢰성 있는 지지구조물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지

까지 일식, 력식, 자켓식 등 다양한 형태의 조류발  지지구조물들이 개발되

어 왔으며, 이 에서 콘크리트의 자 을 이용하는 력식 지지구조는 안 성과 함

께 경제성을 갖춘 지지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력식 조류발  지지구조의 체 안 성 확보를 해 강-콘크리

트 연결부의 안 성 확보가 가장 요하므로, 이에 한 구조상세  괴모드를 분

석하 다. 한, 연결부 구조 상세에 따른 거동특성을 규명하기 해 연결부 축소모

형에 한 구조해석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ABSTRACT

  The current power systems using constant flow-seawater require the safe and 

reliable supporting as well as the steady and high-efficiency current power 

generator. Until now, various types of current power structures have been 

developed such as pile-type, gravity-type, and jacket-type and so on. Among 

these types, the gravity type is regarded as a economical and reliable type of 

current power systems.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details and failure mode of steel-concrete 

connections for the gravity type have been investigated, because the safety of 

steel-concrete connection is the most important to secure the overall safety of 

supporting. Also, the numerical analysis and the static loading test for the 

reduced model have been performed in order to evaluate the structural behaviors 

according to connection details.

Keywords : Current Power Structure(조류발  구조물), Gravity-type( 력식), 

Steel-Concrete Connection(강-콘크리트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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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제어형 조류발 기 유지보수 장치 연구

조 철 희, 김 도 엽, 이  호, 이 강 희✝

인하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Maintenance systems for the active vanning tidal current power device

Chul-Hee Jo, Su-Jin Hwang, Jun-Ho Lee, Kang-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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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조류발  시스템은 조수간만 차에 의해 발생하는 조수의 흐름으로부터 기를 생산하는 발  방식이

다. 조류발 시스템 개발을 한 다양한 요소기술  유지보수 방법  기술은 최근 핵심 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양에서의 모든 작업은 육상에 비해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효율 이고 신뢰성 높은 유지보수장치가 요구된다. 특히 구조물의 지지방식  형태

에 따라 유지보수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해양환경  각 시스템에 합한 유지보수 방법이 선택, 는 

개발되어야 한다. 능동제어형 조류발 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유향에 따라 시스템이 요잉(yawing)운동

을 하는 개념으로써 이에 합한 유지보수시스템이 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 하고 신뢰성 

높은 능동제어형 조류발  시스템을 확보하기 한 지지구조물 형태와 유지보수 방법을 제안하고 세계 

기술동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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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 수평축 터빈), Maintenance system(유지보수시스템), Active vanning(능동 유향제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rresponding author: kanghee@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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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성 모니터링  진동계측 시스템 연구
이진학, 박진순, 이 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성한(울산과학기술 학)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and Vibration Measurement System 

J.-H. Yi, J.-S. Park, K.-S. Lee (KIOST), S.-H. Sim (UNIST)

     

요 약

조류발 기는 터빈 블 이드, 증속기, 발 기 등과 같은 발 설비와 함께 이러한 

발 설비가 목표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이들을 지지하는 지지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발표에서는 지지구조물에 한 최 의 유지 리  진동 기반의 건 성 

평가와 련하여 울돌목 시험조류발 소에 한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고, 

한 지지구조물뿐만 아니라 발 설비에 한 건 성 평가를 한 향후 연구 방

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A tidal current turbine consists of turbine blades, a gearbox, a generator and 

also a supporting structure. The supporting structure plays a role to maintain 

main generating facilities safe and operable. In this presentation, long-term 

monitoring data obtained from Uldolmok Tidal Current Power Plant are 

introduced in the view of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And also the future 

plan to monitor the condition of generating facilities such as blades, gearboxes 

and generators.

Keywords :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건 성 모니터링), 

Vibration Measurement (진동계측), Tidal Current Power Plant (조

류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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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험에 의한 조류발 시스템의 실용화 가능성 평가

Evaluation on the Practical Use of Tidal Current Power Plant 

based on In-situ Test

한상훈1(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진학2(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진순3(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수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내에서는 조류 유속이 빠른 곳이 다수 존재하여 세계 으로 조류발 의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이에 다수 연구자들이 조류발  상용화를 한 장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는 시험발 에도 성공하 다. 본 연구에서는 헬리컬 터빈을 용한 조류발  시험발 소의 실험값들을 

바탕으로 조류발  상용화에 필수 인 발 효율을 각 단계별로 검토해 보았다. 

실험장소는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 수로이고 지름 3.0 m의 헬리컬 터빈이 사용되었다. 수직회 축

에는 변형율 게이지를 이용하여 토크를 추정하 고, 증속기를 통과한 수평회 축의 회 력은 자기토크센

서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실제 발 기와 력변환장치가 부착되어 최종 으로 생산된 력량이 제시되

다.

변형률게이지를 바탕으로 흐름에너지를 회전에너지를 변환하는 헬리컬 터빈의 효율은 유속 2.0-3.4 

m/s에서 37.2%로 추정되었다. 회전수를 23.2배 증가시키는 증속기의 효율은 89.5%로 계산되었다. 흐름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전체 조류발전 시스템의 효율은 27.7%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조류

발전시스템은 흐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일정수준이상의 효율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상용화의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1 발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shhan@kiost.ac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yijh@kiost.ac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jpark@kiost.ac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kslee@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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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 CCS 실증을 한 국외 사업 특성 분석

백종화, 허철, 강성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 랜트연구소)

 

     Review on Commercial scale geological storage of CO2

J.H.Baek, C.Huh, S.G.Kang 

(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IOST) 
                  

요 약 

 CCS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주요한 수단 의 하나이다. 재 CCS 련 

로젝트는  세계 으로 략 110여개가 수행  계획 에 있으며 이  실증  

상용화 로젝트는 약 10여개가 진행 에 있다. 국내는 CCS와 련하여 일럿  실

증 경험이 없는 상황이다. 향 후 국내 CO2 해양지 장 실증사업을 비하기 해 국

외에서 활발히 운  에 있는 CCS 사업의 분석이 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에서 수행될 CO2 해양지 장 실증을 비하기 해 국외 CCS 사업(Sleipner, In 

salah, Weybern, Snohvit, Decatur 등)에 한 지질학  특성, 운 조건 등을 분석  

비교 수행하 다. 분석한 자료를 통해 국외 CCS 사업 DB 정리  국내 CO2 해양지

장 실증사업에 합한 운 조건 등을 연구 할 계획이다.

 
                                  
 Keywords : Carbon Dioxide Capture & Storage(CCS, 이산화탄소 포집  장), Carbon Dioxide(CO2, 

이산화탄소), CO2 Injection Demonstration Project(이산화탄소 주입 실증 사업), CO2 Offshore Geological 
Storage(이산화탄소 해양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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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응인증 로그램 평가체계 고도화

송종석1, 윤병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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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개발된 기후변화 응인증 로그램 평가체계 고도화를 해 문헌조사, 

련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 을 개선하고 제도화 방

안을 도출하 다. 기 개발된 기후변화 응인증 로그램 평가체계에 한 연안지자체 설

문조사 결과, 해양/연안 분야에 을 둔 평가항목과 지자체 특성을 반 한 평가항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 로 해양·수산분야 향평가, 응 책  산편성 등

과 련된 평가체계를 개발하 다. 한 개선된 평가항목별 가 치 도출을 해 해양  

연안 리 문가와 기후변화 응 문가를 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기후변화 응인증 로그램의 원활한 시행과 활성화를 해서는 시행근거  인센티  

등이 포함된 법 근거 마련이 시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응인증 로그램 제도화를 해 

연안정비사업 상 지자체 선정을 한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응인증 획득여부” 삽입방

안을 제안하 다.

Keywords : climate change adaptation(기후변화 응), adaptatiom certifying 

program( 응인증 로그램), adaptation policy( 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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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해일 실시간 보체계 수립

서 승 원, 이 화 , 김  정, 박 진 수 
(군산 학교)

 
요 약 

 우리나라에 향을 미치는 태풍은 연평균 3개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태풍의 규모와 피해가 해마다 증

가하고 있는 추세다. 태풍은 폭우와 강풍 그리고 해일을 함께 동반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27%가 집한 

연안역에서는 아직까지 폭풍해일에 한 보  비책이 부족하여 재해 발생시 피해가 큰 취약성을 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을 개선하기 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폭풍해일을 신속하게 모의하여 그 결과

를 즉각 보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 다. 신속하고 정 한 보를 해 ADCIRC와 SLOSH 모형이 용되

었으며, 2012년 8월과 9월 서남해안으로 상륙한 태풍 Bolaven과 Sanba에 해 보 신속성과 정확성을 검토하

다. 보의 정확도 향상과 신속한 모의를 해 ADCIRC 모형을 64 core로 구성된 병렬클러스터와 북서

태평양까지 확장되고 유한요소격자로 구성된 격자망 NWP-G57K에서 운용하 으며 hot start를 도입하고 

랑모형 unSWAN과 실시간 결합하여 정확도 향상을 꾀하 다. 결과는 자동으로 가시화되어 Web에 업로

드 된다. 신속 보를 한 SLOSH 모형은 고성능의 PC에서 신속하게 계산되며 동일한 가시화 단계를 거

쳐 보된다. 정 보를 한 ADCIRC 모형은 가시화를 포함한 보까지 2시간이 소요되며( 랑 제외시 

1시간 소요) 신속 보를 한 SLOSH 모형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태풍 보 기 별 경보가 6시간 단

로 갱신되는 을 감안하면 1~2시간 내의 신속한 해일 보 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단된다. 보의 정

확도 평가에서 SLOSH 모형은 최종 보된 해일고가 32~34%, 발생시간은 3~11%의 오차를 보이며 

ADCIRC 모형은 해일고가 16~28%, 발생시간은 10~20%의 오차를 나타내어 만족스러운 정확도를 갖춘 것

으로 단된다.

Keywords : Real-time Forecasting(실시간 보), Storm Surge(폭풍해일), ADCIRC, SLOSH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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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황해에 폐기물 투기 지정해역에서 양염의 축  상이 상되는 바 이와 련된 수질환경 상태를 악하

기 해 2009년 7월에 투기해역  조해역 10개 정 에서 유기물  양염류의 분포 양상을 조사하 다. 

연구해역에서 물리  특성은 도성층 기작이 염분보다는 수온 변화에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투기해역은 

층으로 갈수록 pH는 감소하 고, 부유물질  COD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양염 공간분포는 반

으로 조해역에 비해 투기해역의 층에서 농도가 비교  높게 나타났다. 투기해역 층에서 양염의 농도

는 한국의 반폐쇄성 만  오염원이 거의 없는 함평만에 비해서 DIN, DIP는 1.5-2배 높고, 담수  산업단지

로부터 향을 받는 일만의 농도와는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포 특징은 육상기인 물질의 인

인 배출행 에 따른 층에서 유기물의 부패와 용출로 인한 양염 농도의 증가와 하계에 성층형성의 강

화로 인한 수층간의 물질 공 이 차단되어 과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설명은 유기물의 부패 가능성

분을 간 으로 지시하는 휘발성부유물질과 COD  양염은 유의 인 상 성을 나타내고 있어 투기로 인

한 축 의 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 연구해역의 양상태는 표층은 빈 양상태, 층은 부

양상태로 추정할 수 있었다. 

Keywords : Ocean Dumping(해양투기), Nutrients( 양염류), Water Quality(수질), Yellow Sea(황해)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황해 폐기물 투기해역(서해병) 표층 퇴 물의 속원소 분포
고 1, 박성은1, 김보연1, 차형기1, 장 수2, 이승종1, 고 철1, 최 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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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속원소의 농축과 제도 개선에 따른 감효과가 상되는 서해병 해역 퇴 물 9개 정 에 

하여 유기물과 속원소(Al, Fe, As, Cd, Cr, Co, Hg, Ni, Mn, Pb, Zn)의 오염정도와 시기별 함량 변화를 

악해보고자 하 다. 유기물의 함량  강열감량은 투기해역에서 평균 15.4%로 우리나라 주변 연안 평균 함

량 10.8%보다 1.5배 높았고, COD는 투기해역 일부 정정에서 일본의 기 오염상태의 기 값(20㎎O2/g·dry)

을 과하 다. 속원소의 함량은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만과 하구 퇴 물에 비해 투기해역에서 Cr, Cu, Zn

이 높았다. 오염에 의한 속원소의 농축정도와 서생태에 부정  향 수 은 Cr, Ni이 투기해역에서 뚜렷

한 증가를 보 다. 속원소의 함량 변화는 투기제도 시행 기에 비해 배출행 가 활발했던 2000년 반에 

상 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낸 반면 단계 인 환경 리 강화 이 후(2006년)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속원

소의 함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배출량의 감축  자연희석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Keywords : Ocean Dumping(해양투기), Metallic Elements( 속원소), Surface Sediment(표층 퇴 물), 

Yellow Sea(황해)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복합열원 온도차발 을 한 풍력열 이용시스템 기 연구

김 석, 김 주, 이호생, 손지훈, 김도완(한국해양과학기술원)

Basic Study on the Wind Thermal Energy Utilization for Integrated 

Multi-source OTEC system

Youngseok Kim, Hyeonju Kim, Hosaeng Lee, Jihun Son, Dowan Kim(KIOST)

요 약

 온도차 발 은 열원과 열침 사이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므로, 온도차 

발 시스템의 효율 향상 뿐 아니라 크고 안정된 열원과 열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침

으로서 해양심층수 개발이 용이한 우리나라와 같은 도 지방에서는 양호한 열원을 개발하

는 것이 매우 요한 일이며, 지역별로 가용한 열원을 찾고 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해양심층수를 기반으로 다양한 열원, 태양열, 풍력열, 소각열 등의 미활용 열원을 이용하는 

복합온도차 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복합온도차발 을 한 열원의 하나로서 풍력열 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구성 방법, 

풍력열 변환시스템 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풍력발  변환장치를 선정하여 용성 평가실험을 

실시하 다. 본 실험에서는 연직 지느러미형 나선식 풍력터빈을 채택하 고, 열식 열 장시

스템으로서의 용성 실험을 수행하 다. 장실험은 2012년 동 기간 실시되었고, 풍력터빈에 

의한 온열 확보량을 분석하여, 복합열원 온도차발 의 증발열원의 하나로서 사용하기 한 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ABSTRACT

An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n(OTEC) can produce electricity using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heat source and heat sink. So, stable heat source and heat sink are very 

important for cycle efficiency of OTEC. A development of deep seawater as the heat sink is 

very important in the area around middle altitude such as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find and 

mix available heat source for each region. So, the thermal power gener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which was using the unused heat source such as solar heat, wind power heat, and 

incineration heat as the multi heat source including deep seawater as the heat sink. The study 

examined the existing data for the utilization system of wind thermal energy as one of the heat 

source of Integrated Multi-source OTEC system and tested applicability of new converting device 

of wind power. In the study, the flexible fin helical wind turbine was selected, and the 

applicability as heat storage system of eclectic heat type was tested.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during the winter season, 2012 and the data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sign of heat source application as one of the evaporating heat source of Integrated 

multi-source OTEC system.

Keywords : Integrated multi-source OTEC(복합열원 온도차발 ), Wind Power(풍력), 

Electric Heater( 열기), Flexible Fin Helical Wind Turbine(지느러미형 나선식 풍력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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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와 농축해수의 유효이용을 한 기 연구
이승원, 정 지, 김 석, 문덕수, 김 주(KIOST/MOERI)

Basic Research for the effective use of CO2 and Concentrated Seawater
S.W.Lee, H.J.Jung, Y.S.Kim, D.S.Moon and H.J.Kim (Deep Ocean Water Application Research Center)

                
요 약

강알칼리의 농축수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침 물을 
만들고 이를 용해와 건조과정을 통하여 탄산염을 제조하 다. 농축수는 기분해
장치를 이용하여 pH10, 11, 12, 13의 강알칼리 농축수를 만든 후 온도별(5, 10, 15, 
20, 25℃)로 구분하여 농축수 의 이온과 충분히 결합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주
입하 다(2,500 cc/min). 서로 다른 pH하에서 각각의 온도별로 보 된 강알칼리의 
농축수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경우 탄산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탄산염의 생성
량을 비교하 고, 제조된 탄산염을 용해하여 각각의 탄산염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
온과 음이온 원소  미량원소들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 다. 최종 분리된 탄산염
의 경우 pH 13에서 7.5g으로 15℃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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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crystallizing carbonates by 
treating Deep Sea Water with carbon dioxide. Deep Sea Water was 
concentrated through nanofiltration or reverse osmosis, and treated by 
electrolysis to remove some of the anions and adjust the pH to the desired 
level (10, 11, 12 and 13). At each temperature (5, 10, 15, 20 and 25℃ over a 
period of 24h) after injecting carbon dioxide (2,500 cc/min), combined with 
case made of carbonate production were compared. The carbonate weight was 
the highest(7.50 g at 15℃) at pH 13, and there was no notable difference in 
the weight at different temperatures. Combined ability with carbon dioxide is 
good at high pH levels. A large amount of carbonate can be obtained in the 
present method, and the pH can be adjusted through electrolysis to obtain, the 
specific carbonate.

 
Keywords : Deep Sea Water(해양심층수), Carbonate(탄산염),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 Electrolysis( 기분해)

1. 서 론  

   지구 온난화의 완화를 한 기후변화 약의 이행수단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부터 발효되면서 
Annex-I 그룹으로 분류된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의무를 받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선진 개도국에 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의무 부과도 본격 으로 거론되고 있다. OECD회원국인 우리
나라는 세계 9 의 이산화탄소 배출국(5.9억t-CO2/년, 2005년 기 )이며, OECD국가  1990년 비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90.1%)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10 권의 경제규모를 갖
는 OECD국가로서 선진국들로부터 지구온난화방지에 한 극 인 노력과 응을 요구받고 있다(기후변
화종합 책 원회[2006]).

 표 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주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에 지 분야이다. 재, 에 지 
이용체계가 화석연료 심이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체 에 지의 약, 신
재생에 지의 개발  이용, 원자력과 같은 비탄소 에 지의 이용 확  등을 들 수 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2050년 감축하여야 할 이산화탄
소의 감축 목표량이 32Gt-CO2라면, CCS기술로 감 가능한 체 목표량은 약 22%, 발 분야의 CCS 
용량은 체 양의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측되고 있다(IEA[2006]).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에 약 6억톤으로 악되고 있고,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망치의 30%를 감축한 4억
2천만톤 수 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IEA는 2050년, 세계 CO2 배출량을 620억톤으로 
망하고 있으며, 기술 신에 의해 140억톤의 CO2 를 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 Fig. 1은 각 
R&D별 CO2 감량과 투자 액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CCS 기술 련 세계 시장규모를 약 3,000억$ (약 
396조원), 한국 시장규모는 44억$ (약 5.2조원)로 측하고 있다(IE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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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 Estimate on each R&D reduction amount of carbon dioxide to emit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를 역삼투막  나노막 등을 통해 농축하고, 제조된 농축수는 기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음이온을 일정부분 제거한다. 강알칼리의 농축수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과 이산화
탄소를 반응시켜 침 물을 만들고 이를 용해와 건조과정을 통하여 탄산염을 제조하 다. 한 그 제조특
성에 해 검토하여 산업화를 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2. 실험장치  실험방법

2.1 실험장치

   해양심층수로 제조된 농축수는 기분해장치(Fig. 1)를 이용하여 pH 10, 11, 12, 13의 강알칼리 농축수
를 만든 후 온도별(5, 10, 15, 20, 25℃)로 구분하여 보 한 후 농축수 의 이온과 충분히 결합할 정도의 이
산화탄소를 주입하 다.
   해수 생성 장치는 해수 생성을 한 control 넬과 해수 생성 무격막 기분해조, 해수  농축수 공  
라인과 순환펌 , 알칼리수  산성수 생성 수조, 강알칼리성과 강산성수 배출 라인, 수조의 수 센서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의 기분해장치에서는 pH 13이상을 요구할 경우 류계의 값이 260 mA 이상의 경우 생성될 수 있
다. 최 수 센서가 무 높게 치하면 버려지는 양의 물이 으므로 보충수 양도 어 해수 생성조에서 염소
이온을 뺏어오는 양이 어 pH 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소이온농도를 조정할 
수 있었다. 

   Fig.2 Mimetic diagram for aseptate device of electrolysis to generate electro-analysised water

Ta b l e .1 pH of alkaline water pursuant quantity of electricity of electrolytic device

pH An Ammeter(mA)

pH=10 50 - 150

pH=11 160 - 200

pH=12 200 - 260

pH=13 > 260

   Fig.3 Aseptate device of electrolysis to generate electro-analysised water : The front

   Fig. 3 과 Fig. 4는 기분해장치의 앞면과 뒷면을 나타내고 있다. 작동시간을 30분, 정량펌  유입되는 시간 
간격을 10분으로 세 하면 장치는 30분 작동 후 아크릴 수조에 물이 최 수 까지 배출되고 최고수 까지 물이 
보충 후 작동 된다. 정량펌 는 30분 동안에 3회 작동되고 1회에 알칼리수의 생성량은 400 ml 정도이다. 



Hose for supply of concentrated water

Hose for supply of water works

Emit water Line of acid water

Generated water Line of alkaline water

Power line

   Fig.4 Aseptate device of electrolysis to generate electro-analysised water : The back

  2.2 실험방법 

   각 pH별, 온도별로 1L의 시료를 만들어 침 시킨 알칼리수의 상등액을 자연압으로 따라내고 침 물을 
500ml 원심분리 Vial에 옮겨 담아 Centrifuge로 1회 원심분리 후, 순수(3차증류수)를 투입해 shaking하
여 원심분리 하는 것을 1set로 하여 5회 반복하 다). 이 때 원심분리 조건은 2000rpm, 시간은 10분, 온도
는 13℃로 고정하 다. 그 후 열풍건조기에 건조, 완 히 건조시킨 시료를 막자사발로 분쇄하여 탄산염의 
생성량을 비교하 다(Fig. 5, Table. 2).

3.  결과  고찰

    최종 분리된 탄산염의 경우 pH 10에서는 3.03g으로 25℃에서, pH 11에서는 3.75g으로 20℃에서, pH 
12에서는 6.01g으로 5℃에서, pH 13에서는 7.50g으로 15℃에서 가장 많았고, 온도는 다르지만 가장 은 
pH 10에 비해 pH 13에서는 약 2.5배의 탄산염을 얻을 수 있었다. 각 온도에 따른 탄산염의 생성량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H가 높을수록 많게는 약 5.4배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Ta b l e .2 Result of dry weight and pH

After dry(g) 5℃ 10℃ 15℃ 20℃ 25℃

pH 10 1.3795 1.3743 1.9689 1.7153 3.0288 

pH 11 2.3136 3.6138 3.6024 3.7538 3.5435 

pH 12 6.0027 5.9360 5.8695 5.7255 5.7723 

pH 13 7.0515 7.4333 7.4954 6.9428 7.3202 

   Fig.5 Result of comparison on dry weight and pH

   Fig. 5는 각 pH에서의 건조 후 량을 비교한 것으로 모든 온도에서 pH 13이 제일 높은 량을 나타
내었고, pH 10이 제일 낮은 량을 나타내었다. pH 10에서는 최소 1.37g∼최  3.03g으로 온도별로 최  
1.66g의 차이를 보인다. pH 11에서는 최소 2.31g∼최  3.75g으로 온도별로 최  1.44g의 차이를 보인다. 
pH 12에서는 최소 5.73g∼최  6.00g으로 온도별로 최  0.27g의 차이를 보인다. pH 13에서는 최소 6.94g
∼최  7.50g으로 온도별로 최  0.56g의 차이를 보인다.

      

                       (a) Sodium           (b) Sulfate            (c) Calcium  

      

                                 (d) Magnesium         (e) Chloride



Fig.6 Result of comparison of each element concentration. (a) Sodiuim, (b) Sulfate, (c) Calcium, (d) 
Magnesium, (e) Chloride

   이 게 제조된 탄산염을 용해하여 각각의 탄산염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들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 다
(Fig. 6). 주원소인 양이온과 음이온의 함량 분석결과를 보면 Sodium(Na)은 모든 pH, 온도에서 최소값 
77.97ppm(pH 10, 5℃), 최 값 218.01ppm(pH 11, 25℃)을 나타냈고, 최  140ppm의 차이를 보 다. 
Sulfate(SO4)는 모든 pH, 온도에서 최소값 510.11ppm(pH 10, 5℃), 최 값 630.86ppm(pH 13, 5℃)을 나타
냈고, 최  120.75ppm의 차이를 보 다. Calcium(Ca)은 모든 pH, 온도에서 최소값 587.80ppm(pH 13, 5℃), 
최 값 2,757.17ppm(pH 10, 10℃)을 나타냈고, 최  2,169.4ppm의 차이를 보 다. pH 10에서 가장 많은 함
량을 나타냈다. Magnesium(Mg)은 최소값 645.88ppm(pH 10, 10℃), 최 값 2,961.17ppm(pH 13, 25℃)을 
나타냈고, 최  2,315.3ppm의 차이를 보 다. Chloride(Cl)는 최소값 36,974.64ppm(pH 10, 10℃), 최 값 
38,706.3(pH 13, 20℃)을 나타냈고, 최  1,731.7ppm의 차이를 보 다. 양이온인 Magnesium과 Calcium의 
경우 pH에 따른 함량이 정반 로 나타났다. 이것은 pH가 높을수록 Magnesium의 이산화탄소와의 결합능
이 좋다고 단된다.

    

          (a) Barium            (b) Chromium             (c) Iron               (d) Selenium

    

       (e) Strontium               (f) Zinc               (g) Mercury              (h) Lead

 Fig.7 Result of comparison of each element concentration. (a) Barium, (b) Chromium, (c) Iron, (d) 
Selenium, (e) Strontium, (f) Zinc, (g) Mercury, (h) Lead

   미량원소  바륨, 크롬, 철, 셀 늄, 스트론튬, 아연은 모두 pH 10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고, pH가 
높아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크롬은 pH 11을 제외한 세 개의 pH 모두 20℃에서 튀는 값
을 보 으나 원인을 알아보기 해서는 다른 각도에서의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철, 셀 늄
과 스트론튬은 비교  안정 인 변화경향을 보 으며, 아연도 체 으로는 변화경향을 따라갔지만 역시 
20℃에서 특이 인 함량을 보여주었다. 미량원소  수은과 납은 모든 온도에서 pH 13의 농도가 높게 측
정되었다(Fig. 7). 자세히 살펴보면 수은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농도가 낮아졌고, 납은 pH 12 < pH 11 < 
pH 10 < pH 13 의 순으로 농도가 높아졌다. pH 12에서는 다른 세 개의 pH들의 결과와는 특이한 함량변
화를 보 다.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한 XRD(Multi Purpose X-ray Diffractometer)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탄산염 시료에 어떤 결정구조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pH 10∼13으로 pH가 증가할수록 Mg(OH)2 상의 
결정성이 증가됨이 확인되었고, pH 11조건에서는 Mg(OH)2가 비정질 타입으로 함께 존재하 다. pH가 증
가할수록 Ca의 양은 감소하 으며, pH 10∼12에서는 CaCO3가 Aragonite형으로 존재하지만 pH 13에서는 
CaCO3가 Calcite형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한, pH 13에서의 탄산염의 량생산을 
목 으로 생성량과 1000톤당 생산액 등을 계산하여 비교분석하 다(Table. 3∼5).
   기존 실험한 것이 1L를 기 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산업화 목 으로 이용을 하려면 Scale을 키워 
량생산을 목 으로 값을 산출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Table. 3에서는 톤(ton) 단 로 생산량을 늘렸을 
경우 생산가능한 탄산염들의 양을 계산해보았다. Table. 4는 1000톤당 생산액과 톤 당 받을 수 있는 탄소
세(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 지의 사용량에 따라 부
과하는 세 )를 계산한 것이다. Table. 5는 1000톤당 총 생산비용으로 pH 13의 15℃일 때의 조건에서 생
성한 탄산염의 생산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앞으로 탄산염의 량생산을 목 으로 한다면 
pH 13, 15℃의 조건을 가지고 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Fig.8  Phase of crystal structure peak at each pH



Ta b l e .3 Per ton of productional potential  and Per Thousand ton of productional carbonate.

pH 13 Per ton of productional potential (g/ton) Per Thousand ton of productional carbonate (kg/1000ton)

       Element
Tem.(℃)

Na Mg Ca Mg Ca Total

5 7.95 208.35 41.45 520.87 103.62 624.49 

10 8.40 219.89 43.93 549.72 109.82 659.54 

15 8.04 219.82 46.97 549.56 117.43 667.00 

20 6.96 205.44 43.58 513.60 108.94 622.55 

25 8.00 216.71 45.77 541.78 114.42 656.20 

Ta b l e .4 Per Thousand ton of productional expense and Per ton of carbonate tax.

pH 13 Per Thousand ton of productional expense ($/1000ton) Per ton of carbonate tax   ($38/ton)

     Element
Tem.(℃)

Mg Ca sub Total Mg Ca sub Total

5 21928.71 7118.54 29047.26 16.49 2.95 19.45 

10 23143.24 7544.72 30687.96 17.41  3.13 20.54 

15 23136.55 8067.71 31204.26 17.40  3.35 20.75 

20 21622.74 7484.48 29107.21 16.26  3.10 19.37 

25 22809.13 7860.63 30669.76 17.16  3.26 20.42 

Ta b l e .5 Total per thousand ton of productional expense.

          Tem.(℃)
$/1000ton

5 10 15 20 25

total 29066.70 30708.50 31225.01 29126.58 30690.18 

     

4. 결  론

   최종 분리된 탄산염의 경우 pH 13에서 함량이 가장 많았고, pH가 높아질수록 차이가 어지는 경향을 
띄고 pH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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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화탄소와의 결합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H 13에서의 탄산염 생성량이 다른 pH에서의 생성량 
보다 많은 생성량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pH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와의 결합능이 좋아져 탄산염의 생
성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온도에는 큰 향을 받지 않고  pH의 변화에 따라서만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된다.
   미량원소  바륨, 크롬, 철, 셀 늄, 스트론튬, 아연은 모두 pH 10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고, pH가 
높아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수은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농도가 낮아졌고, 납은 pH 12 < 
pH 11 < pH 10 < pH 13 순으로 농도가 높아졌다. 
   XRD의 분석결과에서도 pH가 증가할수록 Mg의 양은 증가하고, Ca의 양은 감소하는 거울상의 구조를 
보여주었다. 한, Mg, Ca, C, O 화합물의 mol비가 달라지면서 간상들이 존재하다가 Mg와 Ca의 양에 
따라 피크의 증가, 감소 그리고 새로운 피크가 생성되는것이 확인되었다.
   기존 실험한 것이 1L를 기 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산업화 목 으로 이용을 하려면 Scale을 키워 
량생산을 목 으로 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탄산염 pH 13의 15℃일 때의 조건에서 생성한 탄산
염의 생산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앞으로 탄산염의 량생산을 목 으로 한다면 pH 13, 15℃
의 조건을 가지고 생산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심층수의 에 지 이용기술 개발” 성과  일부이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기후변화종합 책 원회, 기후변화 약 응 제3차 종합 책, 2006.

[2]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06-Scenario & Strategies to 2050, OECD, 2006.

[3] IEA Homepage, Anuual report, 2009.



   

변화하는 열유량에 대응하기 위한 온도차발전용 판형열교환기의 최적설계

정 권, 이용성, 차상원, 이호생, 김 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Optimal Design for the Plate Heat Exchanger of OTEC to 

adapt variable heat flux

Youngkwon Jung, Yongsung Lee, Sangwon Cha, Hosaeng Lee, Hyeonju Kim

(KIOST)

요 약

해양온도차발 (OTEC) 시스템의 원리는 표층수의 더운물과 심층수와의 온도차를 이용해 비등 이 낮

은 액체(냉매)를 증발 냉각시킨 뒤 그 압력차를 이용해 발 하는 것으로 즉, 고온의 열원에서 온의 

열원으로 열이 흘러 들어가 터빈을 구동시켜 력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냉매의 증발과 응축을 해서

는 열교환기가 필요하고, 이때 많은 해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해양온도차발  시스템에 다양

한 유량과 온도조건이 있을 때 기존의 열교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열원의 조건을 설정하기 한 

연구이다. 이를 해 다양한 열원의 온도와 유량별로 1 의 열교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도와 유량

을 설계하 으며, 이때 열용량과 냉매의 조건을 일정하게 설정하게 하 다.

고온의 열원만 있다면, 그 열원의 유량을 조 함으로써 동일한 열량을 가지면서 냉매의 조건은 일정한 

1 의 열교환기를 사용 가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온의 열원의 온도가 50℃일 때 기존의 시스

템의 해수 유량보다 10%만 사용하여도 동일한 열교환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냉매의 출

구 조건을 정확하게 맞추기 해서는 실제 운 을 통해 냉매량 조 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ABSTRACT

OTEC uses the ocean’s warm surface water with a temperature of around 25°C to vaporize a 

working fluid, which has a low-boiling point. The vapor expands and spins a turbine coupled to a 

generator to produce electricity. The vapor is then cooled by seawater that has been pumped from 

the deeper ocean layer, where the temperature is about 5°C. That condenses the working fluid back 

into a liquid, so it can be reused. This is a continuous electricity generating cycle. The heat 

exchanger is required to evaporation and condensation of refrigerant, hereat, needs a lot of 

seawater. In this study, when the seawater flow rate is changed, one of the heat exchanger is to 

be able to use both. The same calories with a single heat exchanger by adjusting the flow of 

seawater that could be available. However, in order to exactly match the refrigerant outlet 

temperature conditions, the refrigerant adjustment is deemed necessary through the actual operation.

Keywords : Plate heat exchanger( 형 열교환기), heat transfer(열 달), heat flux(열유속),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해양온도차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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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변 퇴 물 내 속 오염도 평가 비연구
나공태, 김경태, 김은수, 김종근, 이정무, 김의열, 이승용, 김성근(한국해양과학기술원)

Preliminary study on the assessment of metal pollution in beach sediments of 

the coast of Korea

Kongtae Ra, Kyung-Tae Kim, Eun-Soo Kim, Joung-Keun Kim, Jung-Moo Lee, Eu-Yeol Kim, 

Seong-Yong Lee, Sung-Keun Kim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연안에 존재하는 총 42개 지역 해변퇴

물 내 속 농도를 조사하 다. 해변퇴 물의 평균 입도는 446 ㎛으로 동해연한 

해변에서 평균 입도가 가장 조립하 으며 남해연안의 해변이 가장 세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변퇴 물 내 속의 평균농도는 As 6.22 mg/Kg, Cd 0.029 mg/Kg, 

Cu 5.41 mg/Kg, Zn 24.0 mg/Kg, Pb 18.0 mg/Kg, Hg 0.002 mg/Kg으로 

Zn>Pb>As>Cu>Cd>Hg의 순이었다. 남해 연안 해변 퇴 물 내 Cd, Cu, Zn, Pb는 

서해 연안에 비해 1.3～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해  퇴 물 속 

리기 과 비교하면 모든 측정된 원소가 주의기  이하의 낮은 농도를 보 다. 그

러나 토양의 우려기 (가 지역)과 비교하면 남해와 동해 지역 해변 퇴 물 내 As

농도가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beach sediments from west, 

south and east sea of Korea. The averages of sediment mean grain size were 

463 ㎛ for west, 386 ㎛ for south and 490 ㎛ for east sea, respectively. The 

averages concentration for heavy metals in beach sediments were 6.22 mg/Kg 

for As, 0.029 mg/Kg for Cd, 5.41 mg/Kg for Cu, 24.0 mg/Kg for Zn, 18.0 

mg/Kg for Pb and 0.002 mg/Kg for Hg, respectively. Metal concentrations are 

followin order: Zn>Pb>As>Cu>Cd>Hg. By comparison with sediment quality 

guidelines for soil and marine sediment of Korea, levels of the measured metals 

in this study are all below the threshold effect levels for marine sediment. 

However, As concentration in beach sediments from south and east of Korea 

are exceeding the precaution values for Soil of Korea.  

Keywords: Beach sediment(해변퇴 물), Heavy metals( 속), 

Threshold effect level(주의기 ), Sediment quality guideline(퇴 물 

리기 ), 입도(Sediment grain size)

1. 서론

  우리나라는 약 358개의 해변이 존재하면 해변의 연간 이용객수는 약 1억명을 과하고 있다. 해변 퇴 물

은 육상과 해양의 경계면에 치하여 법규의 사각지 로 리가 어려우며 객의 증가,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해변 수질에 해서는 일부 연구가 행해

지고 있으나 해변 퇴 물 내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퇴 물 내 속은 안정한 

형태와 불안정한 형태로 존재하며 특히 해변 퇴 물은 맨몸으로 직  피부 이 이루어지며, 불안정한 형

태의 속은 섭취, 흡입, 피부   흡수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한 노출량이 높기 때문에 해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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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해변 퇴 물 내 속의 농도 분포  해성을 평가하기 한 

비조사로서 서해(강화～태안), 남해(거제～통 )  동해(동배 북부) 해변 퇴 물을 각각 14지역에서 채취

한 속 농도를 분석하여 토양  해 퇴 물 기 과 비교를 실시하 다.

2. 재료  방법

  우리나라 서해북부지역에 치한 동막(W1), 을왕리(W2), 마시안(W3), 장경리(W4), 십리포(W5), 궁평(W6), 

사목(W7), 구례포(W8), 신두리(W9), 구룡포(W10), 백리포(W11), 천리포(W12), 만리포(W13), 어은돌(W14)에

서 해변퇴 물을 채취하 다. 남해지역은 상주은모래(S1), 송정솔바람(S2), 설리(S3), 물건(S4), 모상개(S5), 

남일 (S6), 죽림(S7), 통 공설(S8), 명사(S9), 흥남(S10), 덕원(S11), 와 (S12), 황포(S13), 개(S14)에서 해

변퇴 물을 채취하 다. 동해의 경우 북부지역인 화진포(E1), 송지호(E2), 포(E3), 속 (E4), 낙산(E5), 하조

(E6), 주문진(E7), 경포 (E8), 정동진(E9), 망상(E10), 삼척(E11), 맹방(E12), 덕산(E13), 원평(E14)에서 해

변퇴 물을 채취하 다. 해변퇴 물은 라스틱 스푼을 이용하여 각 해변의 좌측, 우측  앙부 3개 지

에서 채취하 으며, 동결건조  분쇄과정을 거쳐 산 세척된 폴리에틸  시료병에 넣어 분석시까지 보 하

다. 퇴 물 시료 약 0.1 g은 Windom et al(1996)이 제시한 total digestion법을 사용하 으며 고순도의 질산, 

불산  과염소산(Merck, Co., Germany)이 이용되었다. 해변 퇴 물 입도는 1N 염산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하

여 무기탄소와 유기물을 제거한 뒤 입도분석기로 분석하 다. 분석이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캐나다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표 물질인 HISS-1을 시료와 함께 처리하여 측정하 으며, 보증값에 

한 회수율은 98.3～101.3%의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 다. 

Fig. 1. Map of sampling sites of beach sediment in this study.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sediment grain 

size in beach sediments from west, south and 

east sea of Korea.

3. 결과  고찰

3.1. 서해연안 해변퇴 물 내 속 농도

  우리나라 서해연안 해변 퇴 물 입도의 평균  범 는 각각 462 ㎛와 243∼771 ㎛로 나타났다. 장경리 해

변에서 771 ㎛으로 입도가 가장 컸으며 태안 지역의 신두리 해변에서 퇴 물 입도가 243 ㎛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서해연안 해변퇴 물 내 속 농도는 Fig. 3에 나타내었다. As의 평균농도  농

도범 는 각각 5.20 mg/Kg과 1.37∼10.19 mg/Kg으로 사목 해변에서 최 농도를 보 으며 마시안 해변에서 

최소농도를 나타내었고 조사지역에 따라 약 7.4배의 농도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d의 경우, 궁평 해변

에서 0.029 mg/Kg의 최 농도를 보 으며 만리포 해변에서 0.008 mg/Kg의 최소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Cu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3.22 mg/Kg와 1.2∼12.95 mg/Kg으로 Cu와 마찬가지로 궁평 해변에서 

최 농도를 보 으며 마시안 해변에서 최소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Zn 역시 Cu와 마찬가지로 궁평 해변에

서 52.46 mg/Kg의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조사지역에 따라 약 11.4 배의 농도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궁평 해변의 경우 퇴 물 평균 입도가 640 ㎛이었으나 주변에 화성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어 상

인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단된다. Pb의 평균농도  농도범 는 각각 16.31 mg/Kg와 8.03～23.80 mg/Kg

으로 나타났으며 Cd와 유사하게 조사지역에 따라 약 3배의 농도차이가 측되었다. 해변퇴 물 내 Pb가 최

농도를 보이는 지역은 장경리 고 최소농도는 만리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Hg의 경우, 평균농도와 농도범

는 각각 0.002 mg/Kg와 0.002～0.004 mg/Kg으로 사목 해변에서 최 농도를 보 으며 강화도에 치한 동막 

해변에서 최소 농도를 나타내었다. 

3.2. 남해연안 해변퇴 물 내 속 농도

  남해 연안 14개 정 에서 해변퇴 물 내 퇴 물 입도의 평균은 386 ㎛으로 서해의 463 ㎛에 비해 상



으로 세립한 퇴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남해연안 해변퇴 물 내 속 농도는 Fig. 4에 

나타내었다. 평균농도는 As 7.34 mg/Kg, Cd 0.047 mg/Kg, Cu 10.5 mg/Kg, Zn 40.14 mg/Kg, Pb 21.87 

mg/Kg, Hg 0.003 mg/Kg으로 서해에 비해 모든 속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s의 경우, 통 공설 

해변에서 40.00 mg/Kg의 최 농도를 보 고 명사 해변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 으며 조사지역에 따라 

14.5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 다. Cd의 농도범 는 0.024∼0.101 mg/Kg로 약 4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 고 

As와 마찬가지로 통 공설 해변에서 최 농도를 보 으며 흥남 해변에서 최소농도를 보 다. Cu의 경우, 물

건, 죽림  통 공설 해변에서 25 mg/Kg을 과하는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황포와 

개 해변은 약 10 mg/Kg이었고 나머지 해변은 5 mg/Kg이하의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Zn의 경우, 

물건 해변에서 134.04 mg/Kg의 최 농도를 보 으며 흥남 해변에서 최소농도를 보 고 정 에 따른 농도차

이가 9.1배에 달하 다. Pb은 통 공설 해변에서 57.14 mg/Kg의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흥남 해변에서 

7.42 mg/Kg의 최소농도로 정 에 따라 7.7배의 농도차이가 존재하 다. Hg의 농도범 는 0.003∼0.004 

mg/Kg으로 다른 원소에 비해 정 에 따른 농도차이가 1.6배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물건 해변

에서 최 농도를, 명사해변에서 최소농도를 나타내었다. 

3.3. 동해연안 해변퇴 물 내 속 농도

  동해연안 해변 퇴 물 내 평균입도와 속 농도는 Fig. 2와 Fig. 5에 나타내었다. 입도의 평균과 범 는 

각각 490 ㎛와 367～686 ㎛으로 정동진 해변에서 가장 입도가 컸으며, 주문진 해변에서의 입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s의 평균  농도범 는 각각 6.13 mg/Kg와 2.21～11.77 mg/Kg으로 정 에 따른 농도차

이가 5.3배에 달하 으며 맹방과 덕산 해변에서 11 mg/Kg을 과하는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

었다. Cd의 평균  농도범 는 각각 0.022 mg/Kg와 0.008～0.038 mg/Kg으로 원평 해변에서 최 농도를 나

타내고 있었으며 속  해변에서 최소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Cu의 평균  농도범 는 2.51 mg/Kg, 0.54～

6.78 mg/Kg으로 정 에 따라 12.5배에 달하는 큰 농도차이를 나타내었다. As  Cd와 마찬가지로 덕산 해

변에서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Zn 역시 덕산 해변에서 34.63 mg/Kg의 최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 

속의 오염도가 덕산해변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Pb와 Hg는 정 간의 농도차이가 각각 1.8배

와 2.4배로 다른 원소에 비해 상 으로 균일한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beach sediments from west sea of Korea.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beach sediments from south sea of Korea.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beach sediments from east sea of Korea.



Median 

size
As Cd Cu Zn Pb Hg

㎛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West 463 5.20 0.017 3.22 13.8 16.3 0.002

South 386 7.34 0.047 10.5 40.1 21.9 0.003

East 490 6.13 0.022 2.51 18.0 15.9 0.002

Mean - 6.22 0.029 5.41 24.0 18.0 0.002

SCAL1 - 6 1.5 50 300 100 4

SCRL1 - 15 4 125 700 300 10

TEL2 - 14.5 0.75 50.5 179 44 0.11

PEL2 - 75.5 2.72 126 421 119 0.62
1SCPL(Soil contamination precautious levels) and SCRL(Soil contamination regulatory levels)
2TEL(threshold effect concentration); PEL(probable effect concentration) for marine sediment

Table. 1. Comparison of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beach sediments and sediment quality guidelines for 

soil and marine sediment of Korea.

3.4. 토양  해 퇴 물 기 과의 비교

  본 연구결과인 서해, 남해  동해 연안 해변퇴 물 내 속에 한 해성을 평가하기 하여 우리나라 

토양기 인 우려기 (soil contamination precautious level)과 책기 (soil contamination regulatory level)과 

해 퇴 물의 주의기 (threshold effect concentration)과 주의기 (probable effect concentration)과   책

기 )과 해 퇴 물 기 (주의기   리기 )과 비교를 실시하 다(Table 1). 토양오염의 경우 공원 유원

지 등에 해당되는 가 지역의 기 을 사용하 다. 해 퇴 물의 경우, Cu와 Zn는 Li 혹은 Cs을 이용하여 입

도보정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Li이 21을 과하는 경우, 입도보정 뒤 Cu와 Zn의 농도가 격히 증가하기 

문제로 인하여(나 등, 2013), 입도보정을 하지 않은 결과와 단순비교를 실시하 다. 

  우리나라 해변퇴 물 내 As의 평균농도는 6.22 mg/Kg이었으며, 서해의 궁평, 사목, 구례포, 구름포 해변, 

남해에 물건, 통 공설, 개 해변, 동해의 송지호, 하조 , 망상, 삼척, 맹방, 덕산  원평 해변에서 As의 농

도가 토양의 우려기 은 6 mg/Kg을 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속 원소는 우리나라 토양기   우

려기  이하의 나은 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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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rmal discharge stop on coastal seawater qualities 

Kongtae Ra, Kyung-Tae Kim, Joung-Keun Kim, Jung-Moo Lee, Sung-Keun Kim, Eu-Yeol Kim, 

Seong-Yong Le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 소 계획 방 정기기간  온배수 유출량 감소  방출 

단이 주변해역 해양수질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조사해역의 수질은 조사 

시기에 따른 큰 변동범 를 나타내고 있었다. 수온  양염 농도는 방류구  연

안에 인 한 지역에서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외해역으로 갈수록 감소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원 일시 정지시 온배수 배수구로부터의 거리를 구분

하여 수질항목을 비교하 으나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정상가동, 일시정지  재가동 후 분석된 수질항목은 유의한 차이

가 측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해역에서 원 의 일시정지에 따른 해양수질 변화 

 향을 매우 미비한 것으로 단되며, 계 인 변화에 더 큰 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seawater quality parameters around by nuclear 

power plant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rmal discharge stop on 

seawater quality. Large variations for seawater parameters which measured in 

this study were showed. Seawater temperature and nutrient concentrations 

showed the higher values nearby the thermal discharge site and tended to 

decrease toward outer sea. No statistically differences of the measure water 

quality parameters in this study were observed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thermal discharge point. Additionally, there was no statistically difference among 

the situation of thermal discharge during the events of the normal operation, 

temporary stop and re-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Our results suggested 

that the seawater quality is potentially influenced on the seasonal difference 

rather than the fact whether the thermal discharge is stope or not. 

Keywords: Seawater quality(해수수질), Thermal discharge(온배수), 

Nutrients( 양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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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북동부 지역의 랑 특성에 한 연구 

강 동 *(제주 학교 풍력특성화 동과정), 이 창선**(제주 학교 토목공학과), 이 병걸***
†
(제주 학교 토목공학과) 

            Wave Properties in The Northeastern Jeju Island  

*D.H.Kang(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pecialized Wind Energy, 690-756, Korea) 
**C.S.Lee(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Colleae of Science, 690-, Korea)  

***
†
B.G.Lee(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Colleae of Science, 690-, Korea)

                 

                                                   요 약  

 

풍력발 에 한 기술성장과 국제유가의 등 그리고 탄소 배출운동에 의해 풍력에 지와 같

은 신재생 체에 지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 하지만 육상에서 운 되고 있는 풍력발 기

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와 자연경 의 훼손 때문에, 차 육상에서 해상으로 풍

력발 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육상에 비해 해상에 한 기 자료들의 부족으로 경제

, 시간  문제가 발생하여 해상풍력단지조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해상특성을 잘 표 할 수 있는 기 자료에 하여 요성을 느끼고 해상풍력발 단지

를 조성함에 있어 가장 큰 요소인 해양 에 한 특성을 악하고, 그에 맞는 설계방법과 치선

정을 해 해양데이터를 측하여 규정집(IEC 61400-3)에서 제시된 JONSWAP Spectrum의 변

수  탁월 주 수와 값의 범 가 제주 북동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인지를 정의내리려 한다. 

그리고, 정의내려진 변수를 이용하여 JONSWAP Spectrum을 생성하고, 불규칙 랑을 생성  

설계를 실행하 을 때 실 측 자료와의 오차를 최소한으로 이기 한 탁월 주 수와 값의 

범 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2012년도에 울진해역에 하여 값의 범 가 먼  계산 

 측되었다..(2012, 유황진)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은 약 99.9%로 1의 값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는 3보다 낮은 값으로 역 랑분포특성을 

보인다.

(2) 탁월주기는 태풍시 약 10~12 (주 수는 0.08 ~ 0.1Hz)의 값을 얻을 수 있었고, 태풍이 없는 

기간에 해서는 약 7 (주 수는 약 0.13~0.14Hz)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3) 제주 북동부 지역같은 경우 JONSWAP Spectrum의 변수  =1을 활용하며, P-M Spectrum

의 결과와 같으므로, P-M Spectrum을 활용해도 무방하다.

Keywords : JONSWAP Spectrun, 탁월 주기(), 탁월 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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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고해상도 풍력에 지지도 작성

변지선*(제주 학교 풍력특성화 동과정), 이병걸**†(제주 학교 토목공학과),

문서정**(청정에 지실증센터), 이창선***((주)JPM)

High Resolution Wind Energy mapping in Jeju Island
Ji Seon,Byun* (Graduate school of specialized wind energy, Jeju University),

Byung Gul,Lee**
†
(Dept. of Civil Engineering, Jeju University)

Seo Jung,Moon** (Test & Evaluation Research Center for Clean Energy Development),

Chang Seon,Lee*** (JPM .Inc)

요 약

   석유사용이 증가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재 신재생에 지에 한 심 한 높아지고 있다. 

그 에 풍력에 지산업이 각 받고 있다. 풍력발 은 장소마다 다소 차이가 이지만 바람의 운동에

지의 약 40%가 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설비비용이 다른 신재생에 지  경제성이 가장 양호하다

(정의헌, 2009).

  그에 발맞춰 여러 기 에서 풍력에 지지도 제작을 진행해오고 있다. 작성된 풍력에 지지도를 보면 

2006년도에는 해상도(공간해상도 9km )인 한반도 풍력자원지도 제작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고해

상도(공간해상도 1km )의 한반도 풍력자원지도가 제작되었다. 하지만 1km×1km지역을 하나의 에

지량으로 표시 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등 은 NREL에서 제시한 50m 높이에서의 에 지 도에 한 등 이 사용되었

다. 발 기의 허 높이는 50m 이상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풍력에 지지도보다 더 높은 에 지

도량을 보일 것이다. 작성되어진 풍력에 지지도를 보면 남쪽보다는 북쪽이, 서쪽보다는 동쪽이 그리

고 오름의 정상 지역들이 더 높은 에 지 도를 보 다. 그리고 해안지역만을 비교해 본다면 북동부 

해안지역이 4~6등  사이의 에 지 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풍력단지의 계

획을 세운다면 에 지 도는 압도 으로 높지만 반면에 설치, 유지보수, 철거 등에 비용이 많이 드

는 산지지역보다는 비교 으로 에 지 도가 높은 북동부 지역의 해안가 혹은 연안에 풍력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보인다.

그림 1 풍력에 지지도 (Wind Power Map)

Keywords : Wind Energy Map(풍력자원지도), Met-mast(풍황계측타워), 풍력에 지등 (Wind 

Power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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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해양 오염퇴 물의 친환경처리 
김인수(한국해양 학교 교수), 하신 (한국 해양 학교 학원), 정경철(한국 해양 학교  학원) 

Evironmentally friendly treatment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BM microbial agent

In-Soo Kim, Shin-Young Ha, Kyung-Chul Jeong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해양퇴 물 설  해양의 탁도와 2차오염을 유발하는 미세한 입자의 퇴 물을 생물학 으

로 처리하는 친환경 정화기술로 유용미생물제제(BM-S-1)를 투여한 Lab Scale의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기

 실험을 수행하 다. 유용미생물제제(BM-S-1)가 우 되어 있는 Lab Scale실험장치를 운 하여 유기물 

정량분석방법인 COD, T-N, T-P를 분석해본 결과 모든 항목이 약 98% 이상 처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실험 상물질인 해양퇴 물은 고농도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기존기술만으로는 생물학  처리가 

어려웠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용미생물제제(BM-S-1)은 염분이 함유된 오염 퇴 물에서도 효과 인 

생물학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 시 2차오염을 유발시키는 미세한 입자의 해양

퇴 물을 본 공법으로 처리하여 방류할 시 친환경 인 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때 처리되어 배출되

는 미세토양은 재이용 가능하다고 단된다.

ABSTRACT 
   Sea sediments are composed of solid fragmented material of organic and inorganic origin, and 
chemical precipitates, which are transported and deposited by water and accumulated under the sea 
bed. They have characteristic malodor. Millions of tons of sediments are annually dredged from rivers 
and canals. Dredged sediments may be dumped into submerged gravel pits. Here, we treated the sea 
sediment using a microbial agent BM-S-1 in a continuous stir tank reactor within a month. The 
BM-S-1 was added to the buffering, sludge digestion, and the four aeration tanks daily.  The 
microbial population dynamics and functions were monitored using pyrosequencing  The efficiency as 
reflected in the COD, T-N, and T-P were 97% , 93.7% and  97.6% respectively and the malodor was 
completely gone. The pilot system treats 50liters of sediment slurry daily. The system was composed 
of buffering tank, sludge digestion tank, four parallel aeration tanks and the sedimentation tank. The 
dominant phyla from the pyrosequence result were Proteobacteria, Bacteroidetes and Firmicutes while 
the dominant families were  Flavobacteriaceae, Alteromonadaceae, Methylococcaceae etc . This system 
offers a reliable, efficient and eco-friendly approach in treating dredged and othercontaminated 

sediments.

 
  K eyw ords : BM(BM), Biological Treatment(생물학 처리), Sediment(퇴 물), Dredged sediment( 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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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연안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괴 분포와 양염 변동
최미연, 문덕수, 정 지, 김 석, 김 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Distribution of Water Masses and Variation of Nutrients in the Coastal Areas of 

Gangwon Province of the Korean East Sea from 2008 to 2012

Mi-Yeon Choi, Deok-Su Moon, Hyeon-Ji Jung, Young-Suk Kim and Hyeon-Ju Kim (KIOST)

요  약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년 4회 고성, 속 ,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의 6개 지 에서 우리나라 동해 강원 

연안의 지 별  계  변화에 따른 수괴의 분포와 양염 변동을 규명하기 하여 CTD 측과 동시에 양염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 다. 수온과 염분 분포를 통하여 연구해역에서의 수괴는 마난류표층수, 마난류 층수, 

북한한류수, 동해고유수와 각 수괴들이 혼합된 혼합수로 구분되었다. 계  변화에 따른 수괴의 분포를 보면 2월은 

수직혼합이 활발하 으며 표층수의 부분이 마난류 층수에 기인하 고, 5월에 마난류표층수는 강원 해역까지 

진출하지 못하여 측되지 않았다. 8월은 표층에 마난류표층수가 유입되었으며, 11월에는 마난류의 향이 

서서히 어들고 북한한류가 다시 강화되어 나타났다. 질산염의 4년 평균값은 표층 12.322 μM이었고, 심층 15.700 

μM이었고, 인산염은 표층 1.086 μM, 심층 1.331 μM이었다. 그리고 규산염은 표층 20.706 μM, 심층 28.084 μM이었다. 

양염의 연도별 평균 농도는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모두 표층에서 2009년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 고, 심층에서는 

2010년 이후 격하게 증가하여 2011년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 다. 계 별 평균 농도는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모두 표층에서는 2월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심층에서는 2월 

이후에 농도가 증가하여 8월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 다. 지 별로는 표층에서는 모든 지 에서 비슷한 농도를 

보 으나 심층에서는 삼척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 다. 

ABSTRACT - The distribution of water masses and variation of nutrien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seasons and locations were investigated 4 times per year in the coastal areas of Gangwon province of the 

Korean East Sea from 2008 to 2012. The surveys of the physico-chemical parameters (temperature and 

salinity) and nutrients (NO2-N, NO3-N, NH4-N, PO4-P, and SiO2-Si) was carried out at 6 locations 

(Goseong, Sokcho, Yangyang, Gangneung, Donghae and Samcheok). The water masses included in the 

study area were divided into 4 groups; 1) Tsushima Surface Water (TSW), 2) Tsushima Middle Water 

(TMW), 3) North Korean Cold Water (NKCW), and 4) East Sea Proper Water (ESPW). The distribution 

of water masses was affected by the change of season. In February, surface water was derived from the 

TMW. The TSW was not observed in May, but only observed in August. In November, as the influence 

of the TSW weakened, that of the NKCW strengthened.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nitrate for 4 years 

at surface was 12.322 μM and bottom was 15.700 μM.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phosphate for 4 years at 

surface was 1.086 μM and bottom was 1.331 μM. Silicate for 4 years at surface was 20.706 μM and bottom 

was 1.331 μM.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nutrients at surface was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in 2009.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nutrients at bottom was increased sharply since 

2010, and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in 2011. The seasonal average concentration of nutrients at 

surface was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in February, and gradually decreased thereafter. On the 

other hand, the seasonal average concentration of nutrients at bottom was increased since February, and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in August.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nutrients according to locations 

at surface showed a similar concentration, but showed the lowest concentration at Samcheok.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Keywords : Water mass(수괴), Nutrients( 양염류), The annual concentration(연간 농도), The seasonal 

concentration(계  농도), Gangwon Province(강원도), The Korean East Sea(동해)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연구과제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수질검사 용역”  “해양심층수 산업지원 

기술 개발” 성과  일부이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Puzzy-AHP를 통한 해양과학기술분야 투자우선순  분석
신 철오(한국해양수산개발원)

Priorities Analysis for Investment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Using 
Puzzy-AHP

C.O.Shi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해양시 의 주도권을 선 하고 해양을 통한 국가경제 발 을 한 각국의 노력이 치열하게 개되고 있
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의 해양과학기술 수 을 높여 반 인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
이기 한 극 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서 주기 으로 정책의 추진방향을 검하는 것은 한
정된 투자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매우 요한 작업이다. 2006~2011년 기
간동안 우리나라 해양 R&D 투자 산은 연평균 21%로 비약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가 
R&D 투자 산 연평균 증가율 1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과학기술 분야 
투자의 우선순 를 분석하기 해 Puzzy-AHP 기법을 활용하여 련 분야의 문가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분야별 요도  우선순 에 해서는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 측  보, 해양
생명공학 분야의 순으로 투자의 우선순 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자원개발의 요성과 국가
 추진 필요성이 두되면서 해양자원개발에 한 심과 정책  필요성을 반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BSTRACT
Marine sector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strategic area and increasingly recognized in now days. 
Korea as well as other countries, is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marine sciences and technology. 
In that process,  periodic check of the policy direction and effective use of limited investment 
resources are very important task in the process of raising the competitiveness of marine sciences and 
technology.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the priorities of the national maritime R&D directions by 
Puzzy-AHP methodology. According to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survey, development of marine 
resource, investment of marine environment sector, and development of observation systems are 
urgently needed. 

Keywords : Puzzy-AHP, Marine sciences and technology, Investment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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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PRO를 이용한 해상풍력 방사소음에 한 연구
정문선, 문채주, SUN RUI, LIU HAO, 김 곤(목포 학교)

study on noise eradiated From Offshore Wind Farm using WindPRO

Moon-Seon Jeong. Chae-Joo Moon, SUN RUI, LUI HAO, Young-Gon Kim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풍력발 기의 형화와 더불어 보 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 블 이드를 

회 시켜 기를 발생시키는 풍력발 기는 기계장치의 소음과 날개 회 수  

끝단속도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의 경우 풍력발 기에서 방사되는 소음에 한 자료가 아직도 미미한 실정

이며, 특히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경우 발생되는 소음에 한 측은 더욱 

무하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해상풍력발 단지 후보지역으로 풍력단지를 조성할 경우 

발생되는 소음에 하여 WindPRO의 측모델을 활용하여 방사소음을 측하

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supply of Wind Power Generator has grown up much in tandem 

with scaling up in size.  Wind Power Generator that produces electricity by 

spinning blades creates noise from machineries, rotor RPM and tip speed 

etc., causing another kind of environmental problem. 

In case of domestic industry, information on the noises eradiated from Wind 

Power Generator is scarcely available, and noise estimates on Offshore Wind 

Farm construction is almost non existent especially. 

This study seeks estimation of the noises eradiated when constructing 

Offshore Wind Farm selected as the proposed Wind Farm site  in the 

future, using the estimation measures of WindPRO.

Keywords : WindPRO, Noise, Low Frequency Noise, Wind 

Farm, Wind Turbine, Low Frequency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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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P을 이용한 해상풍력발 량 측
정문선, 문채주, 박병주, PIAO FANGHAO, 김태곤(목포 학교)

Offshore Wind Power Production estimates using WAsP

Moon-Seon Jeong. Chae-Joo Moon, Byeong-Ju Park, PIAO FANGHAO, Tae-Gon Kim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세계 으로 환경오염에 한 문제가 크게 두되면서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 지 지원정책으로 신재생에 지를 

이용한 많은 개발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

나라는 해상풍력발 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풍력단지건설은 기에 막 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후보지의 풍황자

원을 계측하여 상되는 발 량을 분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 단지 설계 로그램  WAsP를 이용하여 해상에 

100MW  단지를 조성할 경우 발생되는 발 량과 이용률을 측하고자 한다.

ABSTRACT
A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has become the big concern internationally, 

interest  picks up on New & Renewable Energy. In case of Korea, thanks to 

the New & Renewable Energy supporting policy, a number of developments 

and plans are announced using New & Renewable Energy. In Korea as the 

peninsula surrounded by the sea from 3 directions, much effort is directed to 

Offshore Wind Farm establishment.

As Wind Farm establishment requires huge costs at the early stage, the wind 

resource at the proposed Farm site shall be measured so as to analyze the 

quantity of expected annul energy production. 

 This study seeks estimation on annual energy production that occurs when 

100MW level Farm is established at the sea as well as capacity factor thereof, 

using the WAsP as one of the Wind Farm design programs.

Keywords : WAsP, Wind Power Generator, wind Farm, Wind 

Resource, Tip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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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 중유의 점화 및 연소 특성 비교 
주창우, 최기석, 박수정 (SK이노베이션) 

 

Ignition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residual marine fuels 
Changwoo Joo, Kiseok Choi, Soojung Park (SK Innovation) 

 

요약 

해상용 중유 품질의 주요 항목인 점화 및 연소 특성은 엔진 디자인, 연소 조건, 연료 성상 등 다

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연료 성상 변화에 따른 연소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중유의 점화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1980년대에 Shell Research에서 개발한 CCAI (Calculated 

Carbon Aromaticity Index: 연료 성상을 활용한 이론값)가 있으나, CCAI는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Upgrading 및 Blending 기술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화 특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해상용 중유의 연소 시험을 통해 MCD (ms), ECN, ID (ms), MCP (ms), ROHR (bar/ms)를 측정

하여 각 연료의 점화 및 연소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모든 연소 시험은 동일한 엔진 디자인 및 

연소 조건 확보를 위해 디젤 엔진을 모사한 CCVC (Constant Volume Combustion Chamber) 방식의 

연소 시험 장비 (FIA-100)를 사용하였다. 

 

ABSTRACT 

The ignition and combustion quality of a residual marine fuel (RMF) in a diesel engine can be 

mainly affected by factors like engine design, operating conditions, and properties of the RMF. 

CCAI (Calculated Carbon Aromaticity Index, calculated from density and viscosity of fuels), which 

was developed by Shell Research in the 1980s to provide an indication of ignition quality, is not 

effective in estimating the ignition quality of a RMF since nowadays upgrading and blending 

technology has become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In this study, the parameters for assessing ignition and combustion quality of RMFs were 

obtained by performing combustion tests; MCD (ms), ECN, ID (ms), MCP (ms), and ROHR (bar/ms). 

The constant volume combustion test device (FIA-100), which has the same fuel injection 

mechanism as a diesel engine, was used in all the experiments. 

 

Keywords: Residual marine fuel(선박용 중유), Ignition(점화), Combustion(연소), FI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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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 실험을 이용한 피복블록 (POD-LOCK)의 수리특성과 안정성 평가 
황 희, 김효섭, 안종섭, 이정수 

Study of Hydraulic Properties and Stability Evaluation using Hydraulic 

Experiment of POD-LOCK 

D.H.Hwang, H.S.Kim, J.S.Ahn, J.S.Lee  (Department of Civil Environmental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요 약

신형 피복블록 (POD-LOCK)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소 블록인 Tetrapod (T.T.P.)의 형상을 참고로 하여 

국내에서 개발하 다. 항만 수리모형 실험은 자유수면을 갖는 랑실험이므로 력이 유체의 운동을 지배하

기 때문에 Froude 상사법칙을 용하 고, 따라서 수심, 실험   모형의 제작은 Froude 상사법칙에 의거하

여 축소 제작하 다. 수리실험에서 1/60 길이 축척의 모형을 사용하 고, 랑은 규칙 를 상으로 실험하

다. 여러 실험안에 해 조 수조를 이용하여 신형 피복블록 (POD-LOCK)의 수리특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한 단면실험을 수행하 다.

ABSTRACT

New dissipating blocks (POD-LOCK) developed in Korea refered Tetrapod (T.T.P.) which is used in common. 

Hydraulic model experiments, the similarity rule being applied, using Froude similitude law considering the 

effects of inertia and gravity. So we reduced depth, and experimental wave using Froude similitude law. 

Repair length of 1/60 scale model was used in the experiment, and the waves of the rules were. In several 

experiments, using a wave tanks to study of hydraulic properties and stability evaluation of POD-LOCK.

Keywords:POD-LOCK(피복블록), Froude Method(Froude 상사법칙) 

1. 서 론

 

   해안을 이용한 물류운송과 여객선 이용이 늘어나면서 항구의 안정성이 요시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항구

의 각종 시설물에 한 많은 첨단 공법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해안공사에서 리 사용되는 소 블록은 1949

년 T.T.P.가 개발된 이래 지 까지 50년간 세계각국에서 사용되어오고 있다.(홍군희[1999]) 물론 T.T.P.는 4

개의 뿔모양이 랑에 지를 약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안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태풍의 강도와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구조물의 피해사례의 경우 가장 큰 피해

를 유발한 태풍 루사(2002), 매미(2003), 나비(2005), 볼라벤(2012)로 의해 T.T.P.의 우실  괴가 연이어 발

생하 다. 2012년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향으로 서귀포항은 높은 도에 의해 T.T.P. 유실 2,300개, 방

제 상치콘크리트 L=440m 손 등 막 한 피해를 입었었다. 

   이로 인해 안정성과 자연친화성을 요시하는 시 에 부응하기 하여 신형 피복블록 (POD-LOCK)을 국

내에서 개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OD-LOCK에 한 반사율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해 국민 학교에

서 보유한 조 수조를 이용하여 단면실험을 수행하 다. 

2. 본 론

    일반 으로 사용되는 Tetrapod (T.T.P.) 의 형상을 참고로 하 으며, 2013년 3월 재 특허등록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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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LOCK은 기존 T.T.P.의 원통형 실린더의 2개소에 각각 3개의 다리를 붙인 형태이다(Fig.1 참조). 

  

       

Fig 1. POD-LOCK 형상 

    POD-LOCK은 T.T.P.의 약 2배의 량으로 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작을 하 다. 의 사진은 

POD-LOCK 기본형태로서 기존 T.T.P. 다리를 원형으로 만들어 바닥과의 마찰을 최 화하게 제작하 다. 6

개의 다리로 지지되지만 간의 기둥에 다른 POD-LOCK을 완벽히 고정해 보다 월 간  소 효과를 향

상시킬 수 있는 형상이다. 피복블록의 설치방법은 정 , 난 , 그리고 T.T.P. 하단 POD-LOCK 상단 난 일 경

우에 하여 실험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POD-LOCK의 상세 제원은 다음과 같다. 

B () 체  ( ) 실 량 (톤) 표면  ( ) L () H ()

1.6 28.18 64.81 75.31 4.99 3.96

1.5 23.22 53.40 66.19 4.68 3.72

1.4 18.87 43.40 57.66 4.36 3.47

표 1. POD-LOCK의 상세 제원

2.1 실험조건

   본 수리실험은 국민 학교 수리실험실에 보유 인 2차원 수조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 다. 실험장비와 제원은 

다음과 같다(Fig.2 , 표 2. 참조). 본 수리실험에서는 실험 의 주기  고를 고려하여 실험단면의 수심을 25.2 

m로 설정하 다. 즉, 모형상에서는 1/60 축척 수심이 42cm 이다. 그리고 방 제의 마루높이는 충분한 마루높이를 

가정하여 1/60 축척에서 25.2m (이후 D.L.(+)16.0m) 설정하 다.  수심조건은 서귀포항의 수심조건이다. 

Fig 2. 2차원수조 장비        

구 분 실험시설  장비

수로제원
0.8  (폭)×1.0  (높이)×23  

(길이)

조 기 성능

조  크기 0.78  (폭)×1.0   (높이)

최 고 0.3 

재 크기 0.5 ~ 5.0 sec

최 수심 0.7 

구동방법 기 서보 피스톤식

표 2. 2차원수조 제원



2.2 상사법칙

   보통 수리모형실험 축척은 수조의 크기, 구조물의 실체 크기, 실험 의 제원 조 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결정

해야 한다. 모형에서 계측하고자 하는 각종 물리량은 축척에 비례하여 변화하므로 축척 오차를 방지하기 하

여 방 제의 실제 크기  설계 의 제원에 해 수조의 크기  조 기의 성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

형을 가능한 한 크게 하는 편이 좋다. 수리모형실험은 상사법칙을 용하 으며, 성과 력에 의한 향을 고려한 

Froude 상사법칙을 이용하여 모형과 원형의 상사 계를 결정하 다. 

   





 
 




                                                                                        (1)

   여기서   = 시간,   = 속도,   = 길이이고,      는 각각 모형(model)  원형(prototype)에서의 물리량을 나타

낸다. 시간과 속도의 축척은 길이의 축척에 평방근과 같다. 모형과 원형에서의 유체의 도  단 량이 같다고 하면 

량  힘의 상사율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무게, =힘을 나타낸다. 모형은 Froude 상사법칙에 근거하여 제작하 으며, 1/60 축척을 원형

과 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기 호 축 척 원 형 모 형

길 이    72.4 m 1.21 m 

수 심    25.2 m 0.42 m

 고    10 m 0.17 m

주기와 시간  


 11.2 0.432

표 3. Froude 상사법칙

원형상 모형상
비고

주 기(sec)  고(m) 주 기(sec)  고(cm)

9.0 5 ~ 12 1.16 8.33 ~ 20.0 축척 : 1/60

고 0.5 ~ 1.0m

(원형상)간격으로 

실험  설정

11.0 6 ~ 13 1.42 10.00 ~ 21.67

13.0 7 ~ 14 1.68 11.67 ~ 23.33

15.0 8 ~ 15 1.94 13.33 ~ 25.00

표 4.  실험 의 제원 (규칙 , 1/60 축척)

2.3 반사계수

   반사계수의 검출은 체 면의 임의 간격으로 설치된 3 개의 고계로부터 독취된 자료  2개의 계측 결과

로부터 Goda와 Suzuki (1976)의 2 법으로 계산하 다. 이 방법은 수심과 주기에 따라 2 개의 고계를 주기

에 따라 거리를 조정하여 각각의 치에 따라 형을 독취한 후 형자료로부터 반사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주 기 ( sec ) 고 ( c m )
P O D - L O CK 정

반 사 계 수  

P O D - L O CK 난

반 사 계 수  

하단 T.T.P . 정  

상 단 P O D - L O CK 

난

반 사 계 수

1.16 sec

8.33 cm 0.406 0.382 0.370

10.00 cm 0.397 0.379 0.359

11.67 cm 0.381 0.377 0.357

13.33 cm 0.373 0.367 0.337

15.00 cm 0.361 0.366 0.331

16.67 cm 0.359 0.351 0.328

1.42 sec

10.00 cm 0.497 0.417 0.393

11.67 cm 0.487 0.407 0.385

13.33 cm 0.481 0.403 0.386

15.00 cm 0.477 0.395 0.375

16.67 cm 0.467 0.394 0.370

18.33 cm 0.444 0.382 0.351

1.68 sec

11.67 cm 0.509 0.505 0.499

13.33 cm 0.507 0.503 0.493

15.00 cm 0.505 0.500 0.484

16.67 cm 0.502 0.499 0.480

18.33 cm 0.500 0.485 0.466

20.00 cm 0.499 0.469 0.445

1.94 sec

13.33 cm 0.590 0.598 0.562

15.00 cm 0.584 0.588 0.552

16.67 cm 0.527 0.579 0.552

18.33 cm 0.523 0.557 0.542

20.00 cm 0.516 0.543 0.514

21.67 cm 0.502 0.528 0.503

표 5. 반사계수 비교 

2.4 안정성 평가

   안정한 방 제 단면을 설계하기 해 내습 에 항 할 수 있는 소 블록의 량을 산출하기 하여 

Hudson공식 (1959)을 용하 다. Hudson 공식은 사면의 경사 1:1.5 ~ 1:5의 구조물에 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udson공식 내의 피해계수 는 보호사석의 형상 (shape)과 끝의 리함 (sharpness of 

edges), 거치에 의해 얻어지는 엇물림 효과 (interlocking effect) 등 여러 요소들에 따라 변하고, 제두부 

(breakwater head)와 제간부 (breakwater trunk), 쇄  여부  보호재 (armor stone)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

르   게 용된다. 따라서 POD-LOCK의 값을 산정하게 되면 다른 소 블록과의 안정도 차이를 가장 쉽

게 비교 할 수 있으며, 실제 방 제의 설계에 있어서도 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cot




                                                                           (3)

   여기서,   : 블록의 량,   : 소 블록의 비 , H : 임계 고

             : 방 제 면의 경사,   : 피해계수,   : 소 블록의 단 량

   실험에 사용된 POD-LOCK의 량이 53.51 ton 이기 때문에 블록의 량 은 53.51 ton으로 선정하 다. 그

리고 단 량은 는 2.35 ton/m³, 블록의 비  은 해수의 단  량     ton/m³)을 사용하여 2.29로 

하 고, 사면경사 cot  는 1.5를 입하여 피해계수 값을 산정 하 다. 그리고 임계 고는 실험에서 산정된 

고를 용하 다. 단, T.T.P. 정  실험에서는 량이 25 ton 이기 때문에 블록의 량 은 25 ton으로 선정

하 다. 그리고 단 량은 는 2.35 ton/m³, 블록의 비  은 해수의 단 량    ton/m³)을 사용하

여 2.29로 하 고, 사면경사 cot  는 1.5를 입하여 피해계수 값을 산정 하 다. 

   경사제에 한 POD-LOCK 의 안정실험은 매 실험 에 해 찰하 다. T.T.P.는 정 으로 거치한 후 



안정성실험을 실시하 으며, 실험 시 기 으로 용하 다. 본 과업에서는 POD-LOCK 의 “흔들림”, “빠

짐”, “무 짐”이 발생하는 단계 고를 임계 고로 설정하 다. “무 짐” 같은 경우는 피해율을 100%로 설

정하 으며, “흔들림”과 “빠짐”은 개수와 상 없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 다.

   [표5]는 각 실험   실험안에 한 임계 고를 정리한 것이다.

주기         구분 POD-LOCK 정 POD-LOCK 난

하단 T.T.P 정

상단 POD-LOCK

난

9.00 sec 10.00 m(↑) 11.00 m 12.00 m

11.00 sec 11.00 m(↑) 9.00 m 11.00 m

13.00 sec 10.00 m 9.00 m 9.00 m

15.00 sec 11.00 m 9.00 m(↑) 9.00 m(↑)

표 6. 실제 POD-LOCK의 임계 고

구분 POD-LOCK 정 POD-LOCK 난

하단 T.T.P 정

상단 POD-LOCK

난

 13.6 9.9 9.9

표 7. POD-LOCK의 피해계수

3 . 결 론

          

Fig 6. 1.68 sec Fig 6.  1.94 sec

Fig 3.  1.16 sec Fig 4. 1.42 sec



   “POD-LOCK 난 ” 과 “하단 T.T.P. 정  상단 POD-LOCK 난 ” 을 비교하 다. 비교결과 단주기일 때

의 반사계수는 비슷하 으나, 장주기로 실험을 할수록 “POD-LOCK 난 ” 의 반사계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주기인 1.94 sec(실제 15 sec)를 비교하 을 때, “하단 T.T.P. 정  상단 POD-LOCK 난 ”보다 

3.5% 높은 반사계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1단으로 설치한 난 보다 2단으로 되어있는 방 제가 더 유량  

입 를 흡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하단의 T.T.P. 와 상단의 POD-LOCK 2층으로 되어 있는 방 제

가 입 에 효율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표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실험단면에 해 “POD-LOCK 정 ”일 때가 피해계수가 

13.6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POD-LOCK 난 ”과 “하단 T.T.P. 정  상단 POD-LOCK 난 ”이 제일 작은 피

해 계수 9.9를 나타냈다.   

   실험 상인 POD LOCK은 구조특성상 연결성(Interlocking)이 양호하여 부분 으로 흔들림이나 약간의 이

동상황은 발견 되었으나 유실되거나 이탈하는 상은 정   난  피해상황은 공히 미미하 으나 주기변화

와 랑을 증  하 을 때 미미하지만 부분 으로 특정 부 에서 집단으로 이동되는 상이 발견되었지만 

개개의 이탈이나 이동 등 변형보다는 1층 의 특성상 체 인 체  즉 양압력에 한 비가 필요하여     

체 인 량의 확보가 필요한 결과로 이에 한 비로 단 량의 확 는 필요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의 국토해양부의 재원으로 “(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인공구조물 설치/제거에 의한 

해양환경 측보델링 기술 개발” 연구결과  일부이고, 2013년 국민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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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로펠러 터빈의 이싱 형상을

고려한 CFD 성능해석

*김 도엽1), 박 지훈2), 윤 학근3), 이 보형4), 김 유택5)†, 이 호6) (한국해양 학교)

CFD Performance Analysis of 100kW-class Propeller Turbine
Considering the Casing Shape

  *D.Y Kim, J.H Park, H.K Yoon, B.H Lee, Y.T Kim†, Y.H Lee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소수력 발 에 의해 생산된 에 지는 공해가 없는 청정에 지로 다른 체 에

지에 비해 높은 에 지 도를 가지고 있어 개발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에 지원으로서 일반하천, 농업용 수지,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의 
수자원을 이용하여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유량변
동에 따라 수차의 운 효율이 하되는 문제 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을 해
결하기 해서는 유량 변동이 있는 수자원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가변
속 제어가 필요하다. 이를 하여 가변속 제어를 이용한 마이크로 수차 발  
시스템 개발 연구가 진행 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모델의 실험을 한 
데이터  설계 라미터를 확보하고자 100kW  로펠러 터빈의 이싱 형상
을 고려한 CFD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에 지 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신재생에 지기술개발사업(마이크로 수차 발  시스템 개발)(No. 

2011T100200136)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해양에 지 문인력 양성

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K e y wo r d s  : Small hydro power(소수력 발 ), Variable speed 
             control(가변속 제어), CFD( 산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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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폐열회수(WHRS) ORC 시스템 

열교환기의 열원 유량분배에 따른 정특성 해석            
*김 종권1), 김 도엽1), 이 윤호1),  김 유택2)†

1)한국해양 학교 학원 기 시스템공학과
2)한국해양 학교 해사 학 기 시스템공학부

A Static Characteristics of Waste Heat Recorvery System(WHRS)’s
Heat Exchangers Depending on the Flow Distributions of Heat Source       

  *Jong-Kwon Kim, Do-Yeop Kim, Yoon-Ho Lee,  You-Teak Kim†  

                 

ABSTRACT

 최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
기 한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그  폐열회수시스템(Waste Heat Recovery 
System)을 선박에 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박에서의 폐열회수시스템은 기존의 
main engine에서 turbocharger, economizer를 지나 버려지던 exhaust gas를 열원으로 활
용하여 유기랭킨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을 통하여 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유
기랭킨사이클은 기존의 고온열원에서 사용하던 작동유체인 물 신에 비등 이 낮은 유기
냉매를 Cycle에 사용한 방식이다. 유기냉매의 종류에는 암모니아, R-22, R-134a, R-245fa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245fa를 작동유체로 하는 선박폐열회수 유기랭킨사이클을 설계하고 
cycle 내의  superheater, vaporizer로 가는 열원의 유량비율에 따른 cycle의 정특성을 해
석하 다.

           
후기

 본 과제(결과물)는 지식경제부 기술 신사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그린쉽 기반 확보를 

한 에 지 감형 선형  추진시스템 개발)(No.10040099)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해양에 지 문인력 양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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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유기랭킨사이클), Static Characteristics(정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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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상태 CO2 수송공정에 질소 불순물이 미치는 향

                         조맹익, 허철, 정정열, 강성길(한국해양과학기술원)

Measures for Oil-Spill Accident at Open Sea
      M.I. Cho, C. Huh, JY. Jung S.G. Kang(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이산화탄소 포집  장(CCS) 기술은 온실가스 감  지구온난화 응 기술 

 하나로써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막 한 산을 투입하여 CCS 기
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CCS 공정  수송  주입, 장공정의 이산화탄소에는 
공정  유입된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CCS의 공정  주입 장량에
도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집된 CO2를 수송하는 CO2 수송공정에 
있어 질소불순물의 조성이 CO2 혼합물의 비정상상태 수송 공정내 열수력 거동
에 미치는 향을 모사하고자 Long-Pipe 실험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실험을 수행
하고 결과를 분석하 다. 비정상 상태 유동은 CCS 수송  주입공정에 있어 
Start-up, Blow-down 등이 필요할 경우 발생하는 유동으로써 설비의 운용시간
(operation time) 감소, 운용비용 감, 소요 에 지 측, 설비 안 해석을 해 
반드시 해석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수치해석 모델을 개
발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기여할 것으로 상되며 추후 질소 
외 다양한 불순물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ABSTRACT
 Carbon-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is arising as one of the key 
technology to mitigate global warming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which 
induce large investigation and development of related CCS technology. During 
CCS process, such as capture and purification, it is inevitable to observe the 
influx of impurities into CO2 stream, such as CO, O2, SOx, NOx, etc, and 
thes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process and storage capacity. In this study, 
the N2 impurity effect on the depressurization transient flow of CO2 stream 
was investigated. The progress of temperature and pressure data during 

transient flow was investigated with variation of N2 impurity ratio. 

K e y w o r d s  : CCS(이산화탄소 포집  장), Impurity(불순물), 

Trandient flow(비정상상태 유동)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곰소만 바지락양식장 퇴 물의 지화학  특성
김청숙, 이원찬, 김형철, 홍석진, 김정배, 황동운, 조윤식, 김진호, 김연정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ediments for the Cultivation

of Manila clam in Gomso Bay, Korea

C.S.Kim, W.C.Lee, H.C.Kim, S.J.Hong, J.B.Kim, D.W.Hwang, Y.S.Cho, J.H.Kim, Y.J.Kim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Marine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요 약

곰소만의 퇴 물 환경은 비교  양호하며, 계 별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입도 분포는 

죽도 주변을 제외한 부분 정 에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표층퇴 물 내 미량 속은 

오염되지 않는 수 으로 나타났으나, As의 경우에는 약간의 인 인 오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서동물 군집구조는 다모류가 우 하 으며, 유기물 오염지표종으로 알려진 S. scutata는 일부 

정 에서 출 하 다.

본 연구 결과가 서해 연안의 지속 인 양식생산성 유지와 어장환경 리를 한 기 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understand the sediment environment of Gomso Bay. The environment 

is relatively good, and there's no distinctive differences during the all sampling seasons. The 

size distribution except for Daejukdo was also composed of silt and sand in most vertices. 

Trace metal in the surface sediments are unpolluted. However, in case of As, it showed some 

level of artificial pollution. Benthic community was dominated by polychaete, and S. scutata 

known as an indicator species of organic matter contamination was found in few specific sites.

The authors hope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basic data for the 

sustainable production in the fishing ground and environmental maintenance in West Sea.

Keywords : Gomso Bay(곰소만), Sediment(퇴 물), Manila clam(바지락), Geochemical      

              Characteristics(지화학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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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어장 리해역의 수질  퇴 물 환경 특성
김선 , 이원찬, 김형철, 홍석진, 김정배, 황동운, 조윤식, 김청숙, 김연정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Characteristics of Water Quality and Sedimentary Environment of 

Fishing Ground Management Area in Ongjin-gun

S.Y. Kim, W.C. Lee, H.C. Kim, S.J. Hong, J.B. Kim, D.W. Hwang, Y.S. Cho, C.S. Kim, Y.J. Kim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Marine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요 약

우리나라 연안 양식해역은 육상기인 오염  자가오염 부하량의 증 로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입식 도의 증가로 인해 양식생물의 성장이 하됨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상해역인 옹진군 4개 도서 지역(장 도, 자월도, 흥도  백령도)은 갯벌이 발달하고 먹이생물

이 풍부한 어장환경 특성을 바탕으로 바지락 등 활발한 양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어장 

리를 통한 양식생물의 생산성 향상을 해 옹진군 어장 리해역의 수질  퇴 물 환경 특성을 살

펴보았다.

옹진군 어장 리해역의 수질은 해역생활환경기  Ⅱ등  수 으로 하계에 양염류의 농도가 다소 

높았고, 퇴 물 환경은 양호하 으며 계 별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입도분석 결과 모래

와 실트가 우세하 고, 평균 입도는 2.59∼6.62∅ 범 를 보이며 분 은 불량하 다. 표층퇴 물 미

량 속 오염도 평가 결과, Cr과 As는 약간/ 당히 오염된 상태 다. 서동물 군집구조는 다모류가 

우 하 으며, 오염지표종은 거의 출 하지 않았다.

ABSTRACT

The present production of culturing grounds in coast of Korea has decreased because 

discharges of land based sources of pollutants and water-borne pollution have increased and 

stocking density in culture ground has increased. Aquaculture production in the study area, 

Ongjin-gun, is lively conducted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large-scale tidal flat and fishing 

grounds which have rich live food.

To improve productivity of aquaculture species through the management of culturing grounds, 

survey on water quality and sedimentary environment in Ongjin-gun had been conducted.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of water quality in Ongjin-gun was level Ⅱ and it showed 

slightly high concentration of nutrients in summer. According to grain size analysis, 

sand(56.66%) and silt(34.60%) were predominant. The Mz of sediment showed a range of 2.59 

to 6.62∅ and sorting appeared to be poorly sorted.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race 

metals in surface sediment, Igeo class of Cr and As was seen as 1, in other words practically 

unpolluted/moderately polluted. In benthic community, dominant species was polychaetes 

population(73-78%) and pollution indicator species rarely found.

Keywords : Ongjin-gun(옹진군), Area for Fishing Ground Management(어장 리해역),      

              COD(화학  산소요구량), TN(총질소), TP(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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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PAP 지역 해양오염 응 지역 력 장기 발  략
임정 , 오정환(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충기(미국 스탠포드 학), 

김 환, 이재임, 최소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Medium-term Strategy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Marine Pollution 

Response in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Region

Jung-Hyun Lim, Jeong-Hwan Oh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hoong-Ki Kim 

(Stanford University), Young-Whan. Kim, Jae-Im Lee, So-Yeon Choi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NOWPAP MERRAC은 UNEP 지역해 로그램인 NOWPAP 체제하에서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양오염 

방, 비  응능력 강화를 한 지역 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10차 NOWPAP 정부간회의에 따라 유

류 뿐만 아니라 HNS, 해양쓰 기, 선박평형수, 기후변화, MARPOL, 보상  책임 등 업무가 확 되었다.

   따라서, MERRAC은 매년 실무당국자회의  문가회의를 통해 지역 력을 강화하고, NOWPAP 합동방

제훈련 실시, 해양오염 비․ 응 련 최신자료 수집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UNEP, IMO와 같은 련 

국제기구와 한 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13차 NOWPAP 정부간회의에서는 기존 유류유출 긴

계획에 HNS를 포함하는 NOWAPAP 지역 유류  HNS 유출긴 계획  결의안을 채택하 다. 한 

MERRAC 특정사업 추진을 통해서 유류  HNS 비  응 련 방제기술, 해양쓰 기 감  리 등

에 한 선진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이와 련된 다양한 지침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제16차 NOWPAP 정부간회의에서 NOWPAP 장기 발  계획(MTS)이 승인되었고, MERRAC의 장기 

발  계획 수립  이행이 요구되었다. 이의 추진을 해 MERRAC은 해양오염 방  응 분야의 장기 

발  계획을 수립 에 있다.

   유류 오염 비  응을 한 장기 발  략으로는 실시간 지원가능한 방제 장비  세력 DB 구축, 

NOWPAP 지역 해도 평가, 웹 GIS 기반 NOWPAP 방제 훈련 로그램 구축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사고 

시 신속하게 회원국들이 필요한 장비와 세력을 요청하고, 비  응 수 을 악하며, 회원국의 련 부

처들도 참여 가능한 실시간 훈련 황  진행사항 모니터링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HNS 오염 비  응을 해서는 기를 통해 확산되는 오염물질 이동 측시스템과 HNS 물질 정보 

목록  응 기술 정보 리체제를 구축하여, 사고 시 피해 상범   해도에 한 회원국간 정보 제공 

 응 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신속한 물질 정보를 악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지원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16차 NOWPAP 정부간회의에서 결정된 NOWPAP 장기 발  계획에 따라 MERRAC 

장기 발  방안을 수립하고, 해양오염 응에 있어서 회원국간 실질  이행방안들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

다.

     Keywords : Marine Pollution(해양오염), Marine Environment(해양환경), NOWPAP(북서태평양실천계

획), Regional cooperation(지역 력), MERRAC(방제지역활동센터), Medium-term( 장기), Strategy(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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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O2 해양지 장 실증 사업에의 활용을 한 

CO2 모니터링 기법 분석
김지은, 허철, 강성길, 백종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Technical review on practical application of CCS demonstration project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monitoring techniques

J.E.Kim, C.Huh, S.G.Kang, J.H.Baek (KIOST)

요약

 해양 지 에 주입, 장된 CO2의 거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CCS 기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CO2를 해양 지 에 안 하게 장하기 해서는 주입과정 후의 

CO2 거동을 정 하게 모니터링 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NETL, DTI의 보고서에 소개된 CO2 모니터링 련 기술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해

양지 장 실증 사업 시 용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하 다. Atmospheric, Near Surface, 

Subsurface로 분류된 총 44가지의 모니터링 방법에 하여 기술 원리  장단 을 분석하고 국내 

용 가능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Tracers(Isotopes), 2-D seismic, 3D&4D seismic techniques, 

Side scan sonar, Seawater Chemistry, Microseismic survey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양 지 에 

장된 CO2의 거동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CO2의 거동을 정량 으로 분석하거

나, 미세한 스 일의 출을 감지하기 한 기술은 추가 인 분석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분석된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과 국외의 용 사례 등을 기 로 국내 환경에 합한 모니터링 기술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monitor the behavior of stored CO2 injected into a marine geological 

structures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CCS technology. So, monitoring techniques 

are needed to precisely monitor the behavior before and after CO2 injection in order to safely 

store CO2. for this propose, we analyzed descriptio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44 different 

monitoring techniques introduced in NETL and DTI technical report. Monitoring techniques can 

be classified into atmosphere, near-surface, subsurface. Based on this analysis, we tried to find 

an application of these techniques when CCS demonstration project will carry out in Korea. As 

a result, CO2 behavior can be evaluate by utilizing techniques such as 3D/4D seismic, side scan 

sonar, seawater chemistry and so on. However, for quantitative analysis and detecting fine scale 

leakage of CO2, additional analysis is required. Also,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on 

monitoring techniques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with reference to overseas 

practices.

Keywords : Offshore CCS(CO2 해양지 장), CCS Monitoring techniques(모니터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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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부해역에서의 양식은 바람직한가?

- 구룡포 연안 수온을 중심으로 

이용화·최양호·황재동·장 수(국립수산과학원)

South East Coast as a Potential Aquaculture Site.

- Reviewed in terms of Water Temperature.

Y.H.Lee, Y.H.Choi, J.D.Hwang, D.S.Chang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해양환경의 격한 변화는 양식생물 폐사의 원인이 된다. 특히 갑작스런 수온변동은 양식생물 피해의 주된 원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 동해 남부해역은 양식 멍게 폐사 발생 등 매년 양식 피해가 발생하는데, 피해의 원인으

로 많은 연구자들이 냉수  발생 등 격한 수온 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양식을 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환경 요

인인 수온이 문제가 된다면 수온 변동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해역에서 양식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해양조사 자료와 2007년 동해 남부에 치한 경북 구룡포 연안에 설치한 층

별(0m, 10m, 20m, 30m) 수온센서를 이용하여 30분 간격으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동해 남부해역이 양식을 하기

에 바람직한 해역인지를 평가하 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정선해양조사(2003~2007)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심 50m층에서는 북한한류수(수온 1

0℃ 이하)의 남방한계선이 체로 동해 남부해역에서 형성되고 있었는데, 특히 6월과 10월에는 구룡포 인근 해역

에서 형성되었다.그리고 수온센서를 이용한 자료를 보면 하계에 표층수온이 약 25℃에서 15℃로 하강하거나, 30m 

수층에서 13℃ 내외의 수온이 단시간에 표층수온과 비슷한 25℃로 상승하는 상이 발생하 다. 이러한 상의 원

인을 규명하기 하여 구룡포에서 가까운 간 곶에서 측정한 기상청의 바람자료와 상 성을 분석한 결과, 북풍이 

지속될 경우 층수의 수온이 상승하고, 남풍이 지속될 경우 표층수온이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온 변화는 풍

향  풍속과 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 10월에 구룡포 연안의 수심 30m층의 수온이 매일 2

회씩 약 10℃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상을 보 다. 수온 변동 원인을 찾기 하여 조화분석과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 는데, 수온은 반일주기 성분에서 유의한 스펙트럼 피크를 보여 조석의 향을 받는 것으로 단하 다.  

수심 30m 층의 수온 변화가 조 와의 상 성을 입증하기 하여 인근 울산 검조소의 조 와 상 성을 분석한 결

과, 고조시에는 최 수온, 그리고 조시에는 최고수온을 보여 조 와 수온 간에는 역상  계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이 구룡포 연안의 수심 30m층 수온이 조석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당시 북한한류수의 남방 경계선이 

구룡포 인근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 남방 경계선이 조석의 향으로 남북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단된다.

상기와 같이 구룡포 인근 해역은 장·단기  수온변동이 많은 해역이므로, 이곳에서 양식을 하고자 할 때는 양식

기법  상종을 신 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Keywords : South East Coast(동해남부해역), Guryongpo(구룡포), Water Temperature(수온), Aquaculture
(양식)

201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3일(목) ~ 5월 25일(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천수만 해  퇴 물의 입도특성  속 오염도 평가

-어장해역과 비어장해역의 퇴 환경 비교-

김종구*, 장효상(*군산 학교 환경공학과)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of Particle Composition and Pollution of Heavy 

metals for Bottom Sediments in Chunsu Bay, Korea

-Comparison of the sediments environmental of farming area and non-farming area-

Jong-Gu Kim*, Hyo-Sang Jang
*Faculty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 573-791, Korea

요 약 

천수만 내 어장해역과 비어장해역의 해 퇴 물에 한 입도특성을 조사하고, 유기오염의 특성  

속 오염도를 평가하 다. 천수만 퇴 물은 sand, silt, clay가 하게 혼재된 퇴  특성을 나

타내었으며, 어장해역인 만내에서는 세립질이 우세하고, 비어장해역인 만외는 조립질이 우세한 것

으로 타나났다. 퇴 물의 유기물(COD,TOC, I.L.) 오염정도는 양식어장해역이 비양식어장해역보다 

유기물 오염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 물 총질소 농도도 양식어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퇴 물 의 속 함량을 양식어장인 내측과 비양식어장인 외측과 비교해 보면, 모든 항

목에서 양식어장에서 높은 평균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퇴 물의 입도와 이화학  성분, 속과

의 상 성에서 평균입도, sand, clay는 유기물 인자와 높은 상 성을 보 고, 유기물과 속간의 

상 성도 체 으로 높게 나타났다. 속 오염도의 평가에서 농축계수는 Cu를 제외한 모든 

속 항목에서 1 이상의 값을 보여 인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속 과잉량은 모든 

속 항목에서 농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r과 Pb가 높은 농축정도를 보 다. 농집

지수에 의한 평가에서는 Cu, Pb, Al은 0등 의 오염되지 않은 수 이며, Cd, Hg, Cr은 0～1등 의 

간단계이었고, As는 2등  이상의 당히 오염된 수 을 보 다. 미국해양 기청(NOAA) 퇴 물

기 과 비교하면 Cd만이 ERL 이하의 오염수 이고, 나머지는 ERL∼ERM 사이의 오염수 을 나타

내었다.

ABSTRACT

For the systemaic scientific management of the sediments for farming and non-farming area in 

Chunsu bay, this study conduct survey of particle composition, organic matter(I.L., COD, TOC), 

nutrient(TN) and heavy metals for the Chunsu bay sediments. Mean grain size values of the 

farming and non-farming area sediments were in the range of 3.1 ∅∼8.2 ∅(average 6.0 ∅) 

and 1.2 ∅∼6.7 ∅(average 3.8 ∅), respectivity. The contents of heavy metals observed at 

non-farming sediments were lower than farming area sediments.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to heavy metals, organic matter, particle size was found good interrelationship. For 

evaluation of heavy metals pollution, two criteria are applied, US NOAA and KEI(in korea). 

Heavy metals pollution of the sediments belonged to be within Non polluted and Moderately 

polluted group in US EPA criteria, and its pollution levels were sat below  ERL in NOAA 

criteria. Regarding KEI criteria, the results obtained are founded to be less than the goal level. 

Keywords : Chunsu bay, Farming, Non-farming, Heavy metals, Particl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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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여업체
●기간: 2013. 5. 23(목)~ 25(토)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589
◈대 표 자 : 김석균
◈담 당 자 : 주진 (서귀포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
◈전 화 : 064-793-2597
◈팩 스 : 064-793-2991
◈이 메 일 : hay-joo@hanmail.net
◈내 용 :

해양경찰은 3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양주권수호, 경비
구난, 해상교통안전,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국제교류
협력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이며, 1953년 창설되어 올해 창설60주년을 맞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동해, 서해, 남해. 제주에 4개의 지방해양경찰청과 지
방해양경찰청 산하에 15개 해양경찰서와 독립적인 인천해양경찰서가
있으며, 직속기관으로는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소, 해양경찰정비
창을 두고 있다.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214
◈대 표 자 : 홍성두
◈담 당 자 : 강성화(연구개발팀/대리)
◈전 화 : 031-995-9011
◈팩 스 : 031-955-9099
◈이 메 일 : research@oceantech.co.kr
◈내 용 :

오션테크㈜는 1997년 8월 1일 창립이후 현재까지 국내 해양관련 연구
소와 기업체, 대학 등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성실한 A/S와 최
고의 장비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회사의 이념으로 삼아 국내
해양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본사는 기술지원 및 개발팀을 운 함으로써 그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Know-how를 기반으로 공급에만 의존하던 무역업체와는 차별화를 두어
장비를 공급한 후에 장비의 운용, 교육 수리 및 유지보수까지 책임져
더욱 가까이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가정동)
◈대 표 자 : 이효숙
◈담 당 자 : 김길 (가스하이드레이트연구실/책임연구원)
◈전 화 : 042-868-3408
◈팩 스 : 042-868-3923
◈이 메 일 : kym1221@kigam.re.kr
◈내 용 :

<K-IODP (Korea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와국제해저지
각 시추사업 (IODP) 소개>
한국 IODP는 1997년 ODP로 시작하여 2006년에 IODP에 공식 가입하
고 2011년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2단계 사업을 시작하 다. 2013년
현재까지 총 62개의 협동 및 위탁 과제를 수행하 고 33명의 승선과
학자에 대한 승선연구 및 후속연구를 지원하 다. 2013년 7월 IODP
시추선인 JOIDES Resolution을 이용한 동해지역의 시추가 Expedition

346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이 시추는 IODP 시추선을 이용한 한국 해
지역에서 수행되는 첫 번째의 시추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해양지구
과학 분야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K-IODP Summer school 운 , 해양
시추관련 과학잡지 기고, 도서 발간, 인터뷰 등을 통해 지구과학을 일
반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새로이 시작될 New IODP 연구주제 분야에 집중하여 시
추선 승선 및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 및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추제안서 제출과 시추시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전문가들이 국제적인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트윈테크타워 비-206
◈대 표 자 : 김후선
◈담 당 자 : 김홍일(총괄이사)
◈전 화 : 02-2636-7580
◈팩 스 : 02-2636-6340
◈이 메 일 : sales@ssaul.net
◈내 용 :

당사는 실험기기 관련 전문 판매 업체로써 1997년 설립이래 꾸준한
성장과 발전 하에 한국 및 중국에서 아래와 같이 왕성한 업활동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1) 폴리싱 관련 - 시편전처리 분야 세계 3위 업체인 프랑스
- MET社의한국 및 중국 Sole Agent.

2) 피로시험기, UTM 및 충격시험기- 한국제품의 선두주자
3) 수조계측장비 전문업체인 일본 電子工業(株)의 한국독점 대리점입니다.

당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장비의 연구개발, 업 역의 확대
및 체계화를 확립하여 고객사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발전적인 계
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약력 :
1997. 3   베스텍씨 코리아 설립
2000. 1   베스텍씨 코리아 서울이전 및 당사 기술진에 의한국산

폴리셔, 마운팅 프레스 개발
2000. 6   자동 컷팅머신 개발
2003. 5   포항제철 직납을 위한 시편가공관련계열회사 설립-Top tech
2004. 5   Top tech로의 기술이전 및 매각
2004. 6   PRESI사로부터 중국 총판대리점 권리 확보
2004. 10  중국 상해 지사 설립
2004. 11  주식회사 싸울베스텍으로 법인 전환
2006. 12  조인벤쳐에 의한 재료물성관련 경도기,UTM, 충격시험기

제작 판매 시작
2007. 9   QC China 전시회 참가 및 대리점 모집
2007. 11 OPET 상해 전시회 참가 및 대리점 모집
2008. 1   폴리싱 관련 미국의 METLAB Corp와 한국 및중국 대리점

체결
2010. 11  유압피로시험기 생산개시
2013. 1   일본 DENSHI KOGYO 한국대리점 계약채결(Sole Agent)

(주)싸울베스텍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오션테크(주)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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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 상대동 517-13 중앙인더스피아 301
◈대 표 자 : 윤진식
◈담 당 자 : 피지희(관리부/주임)
◈전 화 : 031-746-5580
◈팩 스 : 031-746-5581
◈이 메 일 : pijihee@gausstech.co.kr
◈내 용 :

㈜가우스텍은 전자장 해석 S/W 사업부와 전자부품개발, 제조 H/W
사업부로써, S/W 사업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전자장/RF
해석 전문 업체들과 연계하여 전자/전기기기 해서 및 RF 개발 분야에
필요한 시물레이션 S/W를 도입, 국가 및 산업체 연구소, 대학교 연구
실 등에 지난 10년동안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하 으며, 아울러 교육
도 병행하여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H/W 사업부는 육해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통신 모듈 개발, 해외도입부품 국산화 개
발, 자동화 시험장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함정 수중 전자기장 신호처리 해석
- 함정 RCS 해석/함정 ICCP 해석
- RF 관련 무선모듈 개발 / 케이블 TESTER 개발
- PSM 축소모형 제작 (Physical Scale Model)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가산동, 가산비즈니스센터 13층)
◈대 표 자 : 남궁단
◈담 당 자 : 정호현(SI1본부/팀장)
◈전 화 : 02-2025-6862
◈팩 스 : 02-2025-6511
◈이 메 일 : hhj@sundosoft.com
◈내 용 :

해양생명자원 정보표준화 및 통합 DB 구축
(Standardizing marine life resource information and integrating
DB construction)

1) 대상 데이터베이스 범위 정의
가) 해양수산부 소관기관과 국내외 시스템에 대한 정보연계 및 자료

수집 대상 선정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웹서비스 상태를 점검하여 해양수산

부 소관기관 및 국내외 시스템의 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구축된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검색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목표시스템 구축

2) 해양생명자원 정보표준화 확립
가)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에 적합한 표준으로부터 기초항목을 선정

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설문을 통하여 의견 수렴한 데이터등
록표준을 바탕으로 용어정의서 작성 및 정보표준화 지침 작성

3)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 제시

가) 해양생명자원 활용정보DB 구축에 의한 연관 검색 및 분석 서비스
제공

나) 해양생물표본확보사업, 한국해양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 한국해
양생물지리 정보시스템, 해외생물자원확보연구단과의 정보연계
방안 제시

다) 교육, 연구,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표준
화하여 활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관련문헌 및 동향
정보까지 검색 가능한 포털시스템 구축

4) 통합DB 업데이트 및 응용시스템 고도화

가) 해양생명자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 및 GIS서비스,
Mobile서비스 등 을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추가도입
및 응용프로그램의 확대 개발

5) 활용정보시스템 구축
가) 교육, 연구, 산업용 활용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나) 해양생명자원 관련문헌 및 동향 정보 검색 가능한 포털시스템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4 동문굿모닝타워 2차 1019호
◈대 표 자 : 윤순임
◈담 당 자 : 이성진( 업부/차장)
◈전 화 : 031-907-8567
◈팩 스 : 031-905-8568
◈이 메 일 : sales@mdsys.co.kr
◈내 용 :

엠디시스템㈜은 해양산업과 환경 연구를 위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해
결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유향, 유속, Wave 관련 장
비와 CTD, SVP를 전시합니다. 또한 지질 및 수로 측량 장비에 대한
제원, 설치 및 운용 기술 지원을 소개해드리며, 관련 장비에 대한 운
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합니다. 이 외에도 화학, 생

태계 조사, 기상, 자동해양관측 시스템 등에 관한 장비들을 소개하고
자 합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대로 513(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4층)
◈대 표 자 : 변보경
◈담 당 자 : 전윤정(컨벤션팀/담당)
◈전 화 : 02-6000-8114
◈팩 스 : 02-600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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